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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봉독 --------------------- 마 6:25-34 ------------------- 한재동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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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2. 주의얼굴 뵙기전에 멀리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날로 가깝도다
3. 높은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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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죄 사함받고 주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축도 ----------------------------------------------------- 위형윤 목사
광고 ----------------------------------------------------- 김상백 목사
회원소개
학회고문, 이사, 임원소개 ------------------------------ 김한옥 목사(회장)
대회 발표자, 논찬자, 좌장 소개 ------------------------- 김상백 목사(총무)
오랜만에 나오신, 혹은 신진학자 소개 -------------------- 김상백 목사(총무)
■ 알리는 말씀 ■
1 여러 개인 사정 중에도 원근각지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
영하며 감사드립니다.
2 본 학술대회를 위해 소중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표자들과 논찬자들 그리고 진
행을 맡아주신 좌장들께 감사드립니다.
3. 본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4.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교회의 실천적 현실과 관련한 학제간의 대화가 초점입니다.
전문적 깊이 못지않게 넓은 시야와 신선한 시각으로 적극적인 발제와 토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5. 9편의 논문이 4차에 걸쳐서 1세션에 2-3편씩 별도의 세미나실에서 나뉘어 발표됩
니다. 전공에 관계없이 관심주제를 따라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6. 세미나 진행은 총 80분으로 발표 25분, 논찬 30분(각 10분씩), 토론 25분으로 진행
됩니다. 충분한 시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현명한 시간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7. 다과와 음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충전과 교제를 즐겁게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 도움이 필요하시면 데스크에 문의하시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9. 연락처에 변화가 있는 분은 서기부에 알려주시고, 직접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개인
정보를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함께 세워가는 전통이 빛나는 한국실천신학회를 위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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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발표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강 문 규 박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I. 들어가는 말
현대는 증폭적인 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하여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생
활권으로 살아가는 지구촌이라 일컬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세계는 좁아지
고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것은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많이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과거에는 간접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을 상대
하였지만 지금은 내가 현재 존재하는 것을 구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서 인
식해야할 세상이 되었다.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해의 틀 안에서 상대방
에게 다가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이해의 카테고리는 이해하기를 원하는 본인
과 이해되어져야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냐에 의해 다양하게 좌우될 수 있다. 이들 쌍
방의 입장은 이해와 인식 부분에 의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갈등은 화해
로 결말을 지을 수 있는 소지가 된다. 그리고 이 갈등과 화해는 개인적인 이해의 차원
을 벗어나 사회의 갈등과 화해로 이어지는 주제로 등장될 수 있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작금의 한국사회는 가치관과 규범체계, 그리고 인간관계의
기본질서와 생활방식이나 그 내용의 변화 등이 서로 부딪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이
하여 사회문화 전반과 남북 간에 갈등을 겪고 있다1). 이 뿐 아니라 종교 간의 갈등을
비롯하여 계층 간의 불화는 현 한국사회에 깊은 갈등의 골을 형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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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등에 의한 불화와 분열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당사자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에
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화해는 현대 한국사회 뿐 아니라 교회
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하여 다루어져야할 핵심적인 주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에 와서 교파분열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들로 인하여 끊임없는 사회의 지탄의 대
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슈퍼 사이즈의 대형교회와 많은 신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사
회적 갈등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와 개교회 중심주의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도외시한 개인 구원주의 신앙의 기초에 형성되어 있는 마인드와 더불어 현실사회의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의 화해에 적극적이지 못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불거
져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에 교회가 깊이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해자 역
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국사회 갈등현
상은 현대사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크리스챤들로 하
여금 신앙적 삶과 신앙의 자아정체감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와 있다. 이 같은 현대사회의 도전과 요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상응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한다.2)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처해 있는 종교와 남북문제 그리고 소득분
배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에 근거한 화해의 메시지를 밝히는 것
에 그 목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세 가지 핵심적인 주제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갈등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언급하고, 화해라는 결론으로 이끄는 것에 기독교교육적
인 입장에서 견지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과 화해에 대한 개략적인 의미를 살펴 본 다음, 한국사
회의 종교 간의 갈등 문제, 남북 간의 갈등 문제 그리고 소득분배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문제를 살피고, 이에 대한 화해의 실천적 부분으로서 기독교교육적인 접근을 시
도한다.

II. 갈등에 대한 개념적 이해
한국사회 갈등의 화해라는 주제에 대한 이해를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먼저 갈등
과 화해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갈등과 화해는 서로 상반되는 이
론인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사회에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화해가 동반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이 둘은 서로 상관
1) 백상창,『갈등과 분열증의 한국사회』(서울: 한국사회병리연구소, 2010), 1.
2) 김현숙,『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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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개념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갈등의 어원적 의미, 갈등의 사
회학적 측면 그리고 신학적 이해에 있어서의 갈등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 갈등의 어원적 의미
갈등에 대한 어원적 뜻은 먼저 한문으로 풀이 한다면 칡 갈(葛)과 등나무 등(藤)
을 일컫는 말로 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칡은 생물학적으로 왼
쪽으로 꼬여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칡
과 등나무가 함께 있는 모습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꼬이면서 서로 얽히고설켜 복
잡하고 풀기 어렵게 얽혀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은 칡덩굴이 얽힘과 같이 어떤
사건이 뒤얽혀져 알력이나 충돌을 일으키는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3) 서양
적인 용어로 해석한다면 갈등(conflict)은 라틴어 ‘conflictus’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서
로’라는 의미의 con(together)과 ‘맞서다’, ‘치다’는 뜻의 fligere(to strike)의 합성어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 뜻은 ‘서로 맞서다’, 또는 ‘서로 치고 때리다’라는 것이다.4) 이를
자세히 풀이 하자면 첫째는 견해나 이해관계 등의 차이로 생기는 불화와 충돌이고, 둘
째는 한 개인의 마음속에 두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일어나 갈피를 못 잡고 괴로
워하는 상태로서, 상호 반대되고 양립될 수 없는 요소들 간에 발생하는 충돌, 마찰, 경
쟁 부조화 같은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5)
상기의 어원적 의미를 종합하면 갈등은 경쟁, 다툼, 자원의 부족 등이 연상되며,
갈등상태에 있다는 것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것과 같이 동등한 개인이나 집단
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 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한다.6)
결론적으로 갈등의 용어는 싸움 또는 투쟁, 즉 긴 싸움을 의미하는 전투, 직접적인 반
대, 불일치, 충돌, 정신적인 측면에서나 영적인 몸부림 그리고 투쟁과 저항을 위한 몸
부림 곧 충돌을 일으키는 세력 사이의 다툼으로 풀이된다.7)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갈등이란 하나의 특정행위나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 보다, 대립적 관계로 연결된 상황
의 차이에 따라 그리고 경쟁관계의 형태에 따라 그 개념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8)
3) 천대윤,『갈등관리 전략론』(서울: 선학사, 2001), 15.
4)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상)』(서울: 논형, 2005), 73
5) Weber T.,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Chicago:
Encyclopaedia Britanica, 1966), 476.
6) “갈등”,『새우리말 큰 사전61』1985, 38.
7) 조남홍,『교회싸움』(서울: 생명의 양식, 20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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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사회학적 측면
사회는 사람과 지역을 근본 요소로 하고 그 위에 전통과 제도를 상대적 여건으로
관계되어 있는 유기체라 할 수 있다. 이는 생물학적인 원칙과, 심리학적인 원칙 그리
고 도덕적인 원칙도 작용한다. 단순히 개인이 개인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모여 하나의 집단으로 발전된다. 이들 집단의 힘이 중심이 되어 생산 활동을 비롯한
경제, 문화와 정치 활동을 통해 거대한 힘의 초점을 형성한다. 이러한 힘의 역학관계
에 의해서 사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한다. 이 와중에 진보와 발달 그리고 퇴보
와 쇠퇴가 존재한다.9)
사회는 다양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인 많은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은 전
체의 존속을 위하여 나름대로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는 항상 균형을 유지
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것에 의하여 균형이 깨어지면 이를 회복시키기 위
한 노력이 실시된다. 그러므로 사회는 각각 다른 질적으로 우열의 차이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수의 개인과 집단의 통합체로서 안정과 질서유지라는 합의된 목표 아
래 상호의존하며 살아간다.10)
그러나 인간사회는 집단과 개인 간의 합의, 화해, 조정 및 힘의 균형이라는 통합
적 요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상호적응에 의해 안정
된 체제로 그 구조가 지향 및 유지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회구조는 갈등, 대립과 반
목 그리고 불일치와 불균형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불통합적 요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구조해체의 위협에 직면해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11) 이것에 대하여 독일
의 사회학자인 다렌도르프(Dahrendorf)는 다음의 네 가지 논거를 들면서 인간사회에
사회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에 대하여 묘사한다.12)
(1) 모든 인간 사회는 항상 변화의 과정선상에 있다.
(2) 지상에 존재하는 전(全) 사회는 변함없이 갈등과 불일치에 메여있다.
(3) 사회에서 야기되는 사건과 사고를 비롯한 모든 것은 분열과 변화에 영향을
준다.
(4) 사회는 한 집단의 다른 집단에 대한 강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
다렌도르프에 의하면 사회는 사회갈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을 내포한다. 인
8) 강희천,『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74.
9) 이종성,『신학적 인간학』(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243.
10) Turner, J. H.,『현대사회학이론』(서울: 나남출판, 2003), 32.
11) 송복,『사회불평등갈등론』(서울: 전예원, 1986), 18.
12) Dahrendorf R.,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Cal.: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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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회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집단 간의 갈등과 다툼의 연속인 것은 당연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의 지배위치에 서 있는 단체들은 본인들이 차지한 지위와 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질서유지를 강조하면서 현 사회체제를 계속 고수하려고 한다. 그
러나 피지배층에 있는 집단들은 이와 반대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13) 그러므
로 갈등은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불가피하게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고, 각 개인들이 모
여서 형성되어 있는 사회라는 현실에서도 역시 지속적으로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갈등은 사회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적 관계와 상대적 관계
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현상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다른 측면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 현실에 있어서 그 속에 제기
되는 문제들을 규명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긍정적 분분과 부정적 부분을 통해
갈등과 갈등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처를 모색할 원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3. 갈등의 신학적 이해
성경은 갈등의 사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자세히 묘사하자면 하나
님과 인간의 갈등, 인간과 인간의 갈등,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단체와 개인 사이의
갈등을 비롯하여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 신약성경의 40%가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14)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갈등 사건에 대한 신학적 입장은 갈등은 하나님께서 의도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저지른 결과에서 나온 산물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 했을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이로 인하여 인간과 인간 그
리고 모든 피조물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15) 이것은 인간의 죄에 의하여 인간
실존의 모든 차원에 갈등이 야기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발생된 갈등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이루어져
왔음을 가르쳐 준다. 이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선재적질서(先在的秩序)와 야훼 신
앙의 갈등을 들 수 있다. 야훼신앙은 고대 근동 세계를 먼저 지배하고 있었던 선재적
질서의 신앙에 대한 저항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선(先) 질서(秩序)라고 할
수 있었던 애굽신이 통치를 했던 절대 지배자로 인하여 피지배자의 종속구조가 영원
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대의 인식에 도전하는 야훼신앙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
13) 김신일, “교육연구를 위한 모형으로서의 기능이론과 갈등이론,” 「교육학연구」18권 1
호(1980), 105.
14) 현유광,『갈등을 넘는 목회』(서울: 생명의 양식, 2007), 23.
15) Mcswain L./Tredwell C.,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Broadman,
198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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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것은 선 질서에 대한 신앙과 야훼신앙의 갈등이 되었고, 이러한 갈등은 이
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동기가 되었다. 애굽신에 의하여 이미 결정되어
있는 왕과 노예, 즉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필연적 구조가 야훼신앙으로 말미암아 갈등
의 구조로 바뀌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다.16)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왕과 예언자의 갈등이다. 구약의 선지자 사무엘은 판관의 직무를 둘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다. 하나는 세습으로 대물림 되는 왕에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유와 평등
을 상징하는 예언자이다. 이러한 왕과 예언자 간의 갈등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시
잠잠했지만, 이미 이 시대로부터 계층화된 사회의 계급구조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
암으로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왕과 예언자의 갈등을 끊임없이 초래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17) 이것은 결국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수의 상(象)에서 새롭게 통합된다.
초대교회는 예수와 다윗왕조를 연속선상에 두면서, 예수를 예언자와 동일시하여 왕과
예언자의 상을 예수에게서 통합한다. 예수에게서 왕과 예언자들이 통합됨으로 출애굽
에 나타난 진정한 해방이 실현된다.18)
이것은 바로 예수를 통한 구원이 실시되는 것을 암시한다. 인간구원은 미래를 위
하여 지속적으로 계획 하시고 활동 하시는 하나님과 그 시대에 고정되어 안주하려는
인간과의 갈등에 대한 명확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섭리에 따라 시대를
초월하여 왕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이와 반대되는 자리에 서 있는 인
간과 갈등 하면서 자신의 뜻을 관철 시키시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화해에 대한 성경적 개념 이해
화해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용어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화해
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다투던 일을 풀다’ 그리고 ‘소송한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함으
로서 분쟁이 그치다’이다.19) 이 용어에 의하면 화해는 대등한 가치와 힘을 가진 자들
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충돌하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자가 양보한
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화해의 정의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화해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서, 정의, 치유, 평화, 회복, 온전함, 구원 등의 다양
한 용어들이 있으며, 화해는 이들 용어들과 동등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20)
그러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화해의 개념은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하기 때문에 본 연구
16) Hanson P. D./ 이재원 역,『성서의 갈등구조』(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6), 40.
17) Ibid., 58.
18) Ibid., 69.
19)「현대국어대사전」양주동 감수, 범중당, 1980, 964. ‘화해’ 항목.
20) 김경은,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의 영성,”「신학과 실천」36(2013/가을), 44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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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화해의 개념을 성경적인 이해에 그 중심적인 비중을 두고 논리전개를 하는 것
이 옳다고 사료된다.
1. 구약성경의 화해개념
구약성경에서 화해와 제일 근사한 단어로 ‘카파르- ’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쾰러(Koehler Ludwig)와 바움가르트너(Baumgartner Walter)는 이것을 ‘덮다’라는 것
으로 해석하면서, 카파르를 피엘형(강조형)인 ‘키페르’로 이해하여 ‘어떤 사람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기울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선물(gift, 先物)로 덮는 것’으로 표현
했다.21) 그러나 웬함(Wenham Gordon J.)과 그의 제자 키우치(Kiuchi Nobuyoshi)는
그들과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한다. 먼저 웬함은 카파르를 죽을 형벌에 처한 사람이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내는 ‘속전(ransom, money for the redemption, 贖錢)’으로 해석한
다.22) 그리고 키우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연결 지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는 이것을 조금 발전시켜 하나님
께 드리는 ‘화목제(fellowship offering, peace offering, 和睦祭)’에도 적용하기를 주저
하지 않는다.23) 키우치의 해석에 의하면 카파르는 분명 ‘화해’라는 용어를 내포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어와 더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화해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삭을 기만하고 에서를
속였던 야곱은 에서에게 용서 받으려 노력했으며, 이러한 야곱의 허물을 에서는 덮고
용서 하면서 형제간의 화해를 도모했다(창27:1-33:11).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요셉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먼저 화해를 청하고, 그 형들의 사악한 행동으로 인
하여 절망하고 고통 받았던 것 모두 인간들 보다 앞서 인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돌린다(창37:1-45:15).
상기의 내용을 근거로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화해는 인간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면서 축복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인간과 계약을
맺고, 계약의 주체자로서 성실히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창세기15장
18-21에서 실제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고, 출애굽기20장1-17의 십계명을 통하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신다(출19:3-6).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율
법을 지킴으로 올바른 백성으로 여기시고 보호하신다.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
21) Koehler Ludwig/Baumgertner Walt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ment, Vol.1 (Leiden.Boston.Köln: Brill), 494.
22) Wenham Gordon J.,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9), 28.
23) Kiuchi Nobuyoshi, Leviticus (Nottingham, England: InterVarsity Press, 200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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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했을 경우 하나님은 그들과 화해하기 위한 것으로 그들
을 참회하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덮고, 그들과 화해하심으로 원래의 관계가 회복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신약성경의 화해개념
신약성경은 화해에 대한 단어로 명사적인 것으로는 ‘카탈라게-καταλλαγη’를 사
용하고 있으며, 동사로는 ‘카탈라쏘-καταλλασσω’로 표현하고 있다. 이 용어의 신약성
경에서의 쓰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먼저 이고, 그 다음은 그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약에 나오는 중심적인 내용은 화해가 주된 것이다.24) 복음
서를 보면 주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을 화해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마4:17). 소위 탕자
의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의
화해교육을 명백하게 드러내 주는 사건이다(눅15:11-32). 비주체로 묘사되어 있는 탕
자는 화해의 주체인 아버지(하나님)와의 갈등 보다는 그 사랑을 먼저 인식하고 있었기
에 배신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뉘우침과 더불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주님과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화해를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다(요4:1-42).
신약의 바울서신에 나오는 핵심적인 주제를 보면 그 중심에 화해가 있다. 바울은
로마서 5장10절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는 고린도후
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
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는 하나님의 메시
지 통하여 화해의 직분에 대하여 언급한다.
3. 성경적 화해개념의 핵심
앞에서 묘사된 성경내용과 더불어 성경적 개념에 의한 화해에 대한 뜻으로서 핵
심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동등한 두 존재는 한편이 다른 편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의미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하거나 같은 능력을 지닌 채로 맞서
는 존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피조물인 동시에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이다. 죄인
24) Bruttrick G. A., The Interpreters Dictionary of the Bible Vol.4. (TN: Abingdon Press,
198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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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인간이 현존하고 있는 인간 역사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여 이뤄지는 속죄로서 화해를
올바로 인식해야하며, 인간갈등의 근본원인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화해를 주도하시는 주체자이시고 객체는 인간이며, 동시에 하나님
은 인간의 죄성을 아우르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이 사랑이 그의 백성들
로 하여금 화해를 위한 직분자로 일하게끔 하신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
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
에게 부탁하셨느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잘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
심에 화답하는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화해를 부여 받는다. 화해는 구원의 본질이며, 크
리스챤 신앙의 실제적인 것은 바로 화해자가 되는 것이다.25)

IV. 현대 한국사회의 갈등요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형성되어 있는 교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정죄 보
다는 용서가 주된 내용이어야 하며 분리가 아닌 연합으로서의 화해이다. 인간은 하나
님께 죄를 범함으로 죄인의 형상이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인간과 화해하시
기를 원하신다. 세상을 향하여 화해하시는 하나님은 한국이 당면한 사회갈등에 대한
화해에 역시 관여 하고 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의 갈등들은 교회와 무관할 수 없고, 오히려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사회의 갈등의 요인들은 사회, 정치, 경제 그리
고 문화적인 여러 부분에서 다양하게 야기되고 있다. 그 요인들 중 한국교회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고 교회의 양적이고 질적인 것에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 간의 갈등과 이와 더불어 아직도 낯선 공산주의와 기존의 가치관, 특히
기독교 가치관과의 충돌로 인하여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비화되어있는 남북 간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남북 간의 갈등 그리고 한국사회에 만연 되어
있는 소득분배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부분은 한국 사회갈등의 핵심적인 요소들이다.
1. 종교 간의 갈등 : 개신교와 타종교들 간의 갈등
한국사회는 종교사회학적으로 타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원적인 종교 상황
25) Ibid.,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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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해 있다. 현재 한국사회의 종교적인 현황은 넓게 분류해 보면 불교, 개신교, 로
마 가톨릭, 유교, 무교(巫敎) 등 다양한 신흥종교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19세기
말 근대 이후에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다양하게 생겨나는 신흥 종교를 비롯하여 다문
화 가정이 들어오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 등 타종교들이 현존해 있다.26) 이 중 가장
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는 불교이다. 그렇다고 하여 불교가 한국 종교를 대표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사회는 기독교를 비롯하여 한국인의 도덕관념과 생활 전반에
두루 영향을 끼치는 유교와 공식적인 종교시스템의 형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의 심성과 기복신앙을 주관하는 무교(巫敎)가 존재한다. 또한 이들 종교에 식상함을
느끼고 새로운 종교의 길을 추구하는 여러 신흥종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1995년 한국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주택 총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23%가 불교
신도이고 개신교는 20%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7%의 수치결과가 나왔다. 유교신자는
0.5%로 집계 되었고 대순진리회와 천도교를 비롯한 신흥종교인의 수는 전 인구의
0.4%였다.27) 한국사회에 이와 같은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회의
다원화를 의미하며 개인의 종교에 대한 자율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
한다. 이런 종교적인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종교 단체가 자기 집단만의 유일한 진리를
고집하고 타종교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다면 종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의 종교현상은 종교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
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28) 이러한 한국사회 종교 간의
갈등들은 서로에게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이것은 지상의 모든 인
간들이 조화와 질서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29)
종교 간의 갈등 요인 중 한국 사회에 제일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은 한 종교만이
유일하게 참 종교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도를 넘
는 특수성을 부여하여 벌리는 포교활동과 종교의식들은 종교 갈등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결국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여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
다. 한국 개신교는 여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한국 개신교인들과 교회들은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신앙의 모토를 내세우면서 타종교들의 종교적인
26) 조귀삼, “재한디아스포라 거류민의 신음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응답,” 「복음과 선
교」9(2008), 54.
27) 김경재, “종교 간의 갈등 현황과 그 해소 방안에 대한 연구-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
호관계성을 중심으로,”「신학연구」42(2001), 222.
28) 박준성, “한국종교 연합, 종교 평화지수 제정,” 뉴스천지, 2012. 6. 20.
29) Randolph C. Miller, Theologies of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AL: Religious
Education Press, 199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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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결국 한국 미션스쿨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갈등을 비롯한 전투적인 선교
와 전도로 전개되는 결과가 되었다. 대광고등학교 사건은 학교장의 종교교육 실행에
대한 권리와 학생의 종교 자유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에서 오는 논쟁의 극단적인 모습
을 보여주는 사건이다.30)
상기의 종교교육 갈등은 이후 다른 종교 조직체들 간의 갈등으로 심화 되었다.31)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종교 간의 갈등을 직접 보여주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종교사회의 변화를 가져왔다.32) 이것을 근거로 하여 보면 대부분 기독교에서 행해지
고 있는 열성적인 선교와 전도방식은 타종교들 및 무교(無敎)인들에게 거슬리는 원인
이 되며 종교 갈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33)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하철 만족도에 대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응답자의 30%가 넘게 전철 내 무질서한 행위 가운데 제일 불편하고 화나게
하는 것으로 종교전도 행위를 언급 하였다. 두 번째로는 27%를 차지한 취객이었고,
세 번째로는 17%였던 이동상인의 물건판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로서 각종 구걸행
위가 거기에 속했다.34) 이 설문의 결과는 우리에게 열정적인 선교와 전도는 타종교를
따르는 이들과 비종교인들에게 갈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제공의 요소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35)
1990년에 조사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하면 다른 종교에 대해서 ‘세상에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종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진리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설문에 동의한 이들의 비율을 보면, 로마 가톨릭은 77%였으
며 불교는 64%인 것에 비해 개신교는 51%로 가장 수치가 낮았다.36) 이 통계는 개신
교라는 종교적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실례를 보여준다. 이 사실은 사회적인 갈등
을 야기 시키는 소지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비종교인들 하여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2010년에 행해진 기윤실(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를 위한 설문 조사에 있어서 거의 50%가까이가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
는 응답이 나옴에 따라 개신교에 대한 한국사회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되었다.37)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는 1995년을 전후로 하여 개신교 문제들이 한국사
30) 김유환, “초중등학교 종교교육의 문제점과 해결방향,”「공법학 연구」9(2008), 307.
31) 안국진, “한국 내 종교갈등 및 종교차별 상황 극복을 위한 제언,”「종교와 문화」
19(2010), 188.
32) 김혜미, “종교학 개정, 신앙교육 사라져 간다,” 기독공보, 2013. 7. 22.
33) 신재식,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의 현황과 구조 탐구,”「종교연구」63(2011), 35.
34) 김수경, “길에서 꼭 메가폰 잡고 전도해야 하나요?,” 뉴스천지, 2013. 9. 28.
35) 한미준,『한국 개신교인의 교회활동 및 신앙의식 조사보고서』(서울: 한국갤럽, 1998), 245.
36) 이원규, “한국 교회의 종교적 배타성의 문제,”「기독교 사상」479(1998/11),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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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파장을 일으킨데 있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은 1997년 충현교회 세습을 선두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교회 세습 문제, 2007년 분당샘물교회 아프간 피랍
사건으로 개신교의 무분별한 선교문제의 거론과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획득하여 화제작이 된 영화 ‘밀양’의 상연으로 인한 기독교 사회문제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들은 한국사회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일조 하였
다.38)
이는 사회에 문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전도와 선교 부분에 있어서도 갈
등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또한 개신교인들이 불교사찰에 난입하여 불상을 훼
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일을 비롯하여 타종교의 건물이나 전통에 대한 폄화는 사법적
인 제제를 받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39)
개신교와 타종교 간의 갈등은 한국사회의 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계속 퍼져간
다. 타종교에 대한 무시와 편협적인 사고는 종교인들에게 반발심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사회의 평화를 위해 종교 간의 조화를 통한 서로의 공존에 대한 사회적 부름
에 전혀 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종교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 시키고 있
다.40) 그리고 이 현상은 한국사회의 새로운 상황, 즉 한국사회 전체의 갈등으로 확산
되는 난제가 되었다.41) 이것은 개신교회의 성장과 신자들의 수를 감소시키고 개신교
회가 지속적으로 쇠퇴되는 동인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위기감을 경고하
는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2. 남북 간의 갈등 : 상황과 문제점
한국은 해방 후 남북 간 분단의 현실에 처해 있다. 이 분단은 6.25 전쟁으로 인하
여 가장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고 할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남북의
갈등은 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이었다. 남북한은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비
판하면서 심각한 갈등을 표면화 하였다. 이 갈등은 1972년 7월 4일 남북이 최초로 남
북통일원칙을 밝히는 7.4남북 공동성명42)을 발표함으로서 진정되는 분위기로 전환되
37)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0년 조사,” 「목회와 신학」(2010/12).
38) 크리스쳔 투데이 사설, 2006. 5. 30.
39) 이혜림, “절에서 예수 믿으세요. 심화되는 종교 갈등,” 뉴스천지, 2013. 9. 26.
40) 신태진, “종자연, 자신들이 비판하는 종교편향 자행,” 크리스쳔 투데이, 2012. 8. 18.
41) 신재식, “한국 사회의 종교 갈등의 현황과 구조 탐구,” 31.
42) 7.4남북 공동성명에서 남북한은 남북통일원칙을 첫째, 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
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자주원칙) 하며, 둘째, 통일은 서로 상
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평화통일원
칙)하며, 셋째, 사상과 이념 그리고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민족대단결 원칙)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통일부,『남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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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43)이후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였으나
2010년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되었고,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3년의 3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남한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마
찰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남북한의 갈등은 남북한의 정권교체와 여러 변화가 복합적으로 구성 되면서 서로
에 대한 화해와 협력은 답보 되었고 정체국면으로 돌입 되었다. 남북 간의 상호 협력
에 따른 신뢰회복은 서로에게 중요 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대화와 화해가 강조되고 있
지만,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보다는 격변하는 세계정세는 오직 무적의 총
대를 앞세우는 군사선행의 사상만이 조국도 민족도 자기 자신의 운명도 구원할 수 있
다는 선군정치 사상에 치중하여 활로를 찾고 있는 북한과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유지
하려고 하는 남한 간의 입장차는 계속 가속화 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남북 간의 갈등의 핵심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의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44)
첫째,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와 비핵화의 논쟁에 대한 문제
둘째,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셋째, 국가보안법의 폐기에 관한 문제
넷째, 대북 경제지원과 통일비용의 문제
다섯째, 주한미군 철수와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상기의 문제들은 오래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남북한 갈등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중요한 쟁점들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실험과 이
에 따른 핵무장에 관한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져 나온 시기는 1993
년 3월 12일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의 탈퇴를 선언하고, 2005년 2월에 이것을 공식화
했던 때 이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은 첨예한 대립을 하게 되었고 갈등이 걷잡을 수 없
을 정도로 심화 되었다. 그리고 탈북자를 통하여 듣게 된45) 북한의 인권문제46)는 심
본합의서』(서울: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2004), 5. 이후 북한은 이 원칙들을 그들의
당면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 및 평화원칙)와 남한 내와 국외의 ‘연공연북’세력 확장
(민족대단결원칙)을 적극 활용 하였다. 통일연구원,『통일 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
망』(서울: 통일연구원, 2000), 90.
43) 6.15 남북공동성명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이다. 이 회담에서 양 정상은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6.15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5개항 중 제1항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의미하는 문구로서 ‘우리민족끼리 서
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조항으로 말미암아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대남정책을 본격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통일연구원 자료에서는
주장한다. 통일연구원,『통일 환경 및 남북한 관계와 전망』,91-92.
44) 허호익,『통일을 위한 기독교 신학』(서울: 동연, 2010), 3-4.
45) 정종훈, “탈북 새터민들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역할 모색,” 「신학논단」60(201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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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하여 남측은 북한의 인권을 비판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 하였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남한의 국가 보안법은 정권안보와 이데올로기의 통
제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 하면서, 남측의 국가 보안법 폐지문제를 들
고 나왔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경제적인 지원은 북한의 군사적 악용에 대한 대처문제
로 부각되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북측이 남
한에 대하여 끊임없이 요구한 문제로서, 북한은 남한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지배하에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갈등은 서로에게 경색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양국 간의 화해와
협력은 매우 어렵게 된 상황이다. 일방적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고 있
는 북측 입장과 신뢰형성을 기본전제로 삼아 남북관계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하는 남
한 간의 상이한 시각차에 따른 반목과 갈등의 양상은 양국을 더욱 위기로 치달리게
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정치적인 신뢰형성과 합의가 무엇보
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남한은 먼저 현 북한의 상황을 올바로 지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
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북한을 평가한다.47)
(1) 북한의 이중적인 실체를 이해하여 북한을 한 방향으로만 치우쳐 인식하는 것
은 지양되어져야하고, 북한정부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의 주민은 미래에 우리
와 함께 해야 할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2) 실제적인 팩트에 의거하여 북한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북한의 대내외 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 현재 북한체제가 지향하
는 근본적인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이 북한의 실체를 알고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
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이나 긍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측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
은 국민에게 혼란을 가중시켜 북한을 경쟁의 대상과 대결의 대상으로 분류하는 관점
으로서 북한과의 신뢰를 무너뜨려 지속적인 대립으로 갈 위험성이 있다.48) 반면 무조
130-153.
46) 유엔인권 이사회는 2013년 3월 23일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
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치하여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17일 조사결과
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 받았고 이를 공개 하였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①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침해, ②차별, ③거주 및 이전의 자유 침해, ④식량권 및 생명권
침해, ⑤자의적 구금, 고문, 형집행 및 수용소, ⑥외국으로부터의 납치 및 강제실종의 6
가지를 구분하여 북한 내의 인권침해 행위를 광범위하게 조사한 후 국제형사재판소 로
마규정(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상의 네 가지 관할대상범죄
중 하나인 반 인도범죄가 북한에서 자행되어 왔으며 현재도 자행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COI(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 제74항-제79항; COI 상세보고서, 제1166
항-제1210항.
47) 통일부 통일교육연구원,『북한이해』(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연구원, 2013b),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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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적인 긍정은 북한의 현 체제의 핵심적으로 주축이 되는 선군정치에 그대로 노출될
소지가 생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대내외적 상황과 정확한
실상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다. 당장 눈에 드러나는 사건이나
지식에 의존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부분과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을
비롯한 여러 일반적인 가치와 대외적인 측면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상황을 돌아볼 경
우 가감 없는 사실 그대로의 북한을 알 수 있다.49)
3. 소득분배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
한국사회의 갈등들 중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
다. 한국사회의 갈등구조는 전통적인 노사갈등과 새롭게 부각되는 계층갈등을 중심으
로 다른 여러 유형의 갈등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지칭된다. 최근 이
슈가 되고 있는 사회갈등의 형태는 소득분배와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계층갈
등이 핵심적인 유형으로 분출되고 있으며, 분배에 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50) 최근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자
살사태나 살인사건은 계층 간의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 계층 간의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빈부격차의 심화이다.
2011년 통계청의 한국경제지표 자료에 의하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붕괴되
었으며 서민은 빈민으로 전락하는 양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0년
한국일보사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
면 자신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자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70%에서 IMF 이후 46.3%로 급감했으며, 반면에 같은 시기에 자신이 하류층이라고 생
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4.1%에서 52.8%로 급증하였다. 이것은 바로 중산층의 몰락
을 의미한다.51)
중산층이 약화되고 빈곤층과 상류층의 경제적 차이가 확대되면 될수록 사회계층
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현대 한국사회의 빈부 간 격차는 그 정도가 넘
어서 증폭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사회 소득격차의 확대는 단순히 경제문제의 선에
서 그치지 않고 계층 간 적대감을 확산시키고 사회갈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52)
2010년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 76.9%가 한국사회 분배에 대해 불공정하다
48) 정현백/김정수, “통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 재정립 방안,”「민주평통자문회의 교육위
원회 자료집」62(2007), 2.
49) 이근철/오기성,『통일교육론』(서울: 액스퍼트, 2000), 78.
50) 류주한, “공공분쟁으로서의 노동분쟁, 추이와 성격,”「경영사학」23(2008/2), 195.
51) 송용희, “벌어지는 빈부격차 깊어가는 사회갈등,” 한국일보, 2010. 7. 28.
5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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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3)
한국사회의 소득분배 현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54)
1)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바뀌었고, 이로 인해 소득분배의 불평등
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의 소득불평등 상황은 다소 높은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2) 사회 각 분야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소득 계층의 소득 증가의
기회는 많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의 증가의 기회는 적어지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증가와 실업의 증가가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소
득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농촌, 업종 간 등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
화되고 있다.
3) 한국의 소득분배의 불평등 상황을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전 세계 모든 국가
를 대상으로 한다면 소득불평등 정도가 양호한 편이지만, 한국과 경제규모가 비슷한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회 계층 간의 갈등에 대한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빈부간의 차이가 확
산되고 있는 것은 분배가 올바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분배의 사전적 의미는 생
산물이 그 사회 구성원에게 나누어지는 과정이다.55)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
면 분배란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받은 소득들을 서로 공정하게 나누어
소유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러나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부의 규모가 크고 자산의
분배가 불평등 할수록 그만큼 소득의 규모도 커지고 부와 관련된 소득의 분배는 불공
정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득의 분배가 과도하게 불평등해 지면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확대되고, 이 갈등은 사회의 상호의존성과 통합을 손상시킨다. 이것
은 결국 사회계층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의 형성을 훼손케 하는 근본요
인 중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실적을 올리기 위한 과도한 경쟁의식
과 경쟁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일확천금 심리가 팽배해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구성원들이 가지는 심리적 박탈감은 현실적인 사회 불평등 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56) 한국사회의 소득분배가 앞으로 여기서 보다 더 불평등해진
다면 사회계층 간의 갈등은 극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분배의 불균형적인 구조
를 갱신하고 사회적 자원을 둘러싼 분배문제를 보다 균등하게 하는 작업은 사회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중요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53) 고용노동부,『노동백서』(서울: 고용노동부, 2010), 20.
54) 정세영, “우리나라 소득분배 현황과 고등학생의 의식차이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44.
55) “분배”,『새우리말 큰 사전61』1985.
56) 송복,『한국 사회의 갈등구조』(서울: 경문사, 1997), 1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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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
한국사회에서 종교 간의 갈등,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북 간의 갈등 그리고 소득분
배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한 그 밖의 사회내적 문제에서도 높은 갈등지수에
대하여 사회적 차원에서의 갈등해결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화해라는 용어가 중
요한 주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갈
등해결을 위한 화해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이 소명에 따라 한국교회의 화해에 대한 노력은 개인적인 차원의 갈등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집단들에 의하여 형성되어 있는 갈등들과 이 갈등들을 해결해야하는
사회적 차원의 화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사회적 차원의 화해를 위하여 사회구성원들이 실
제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대표적인 예배
와 기도의 집이자 교육의 집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통해 화해에 대한 기독교교육적인 모색
을 시도하기를 원한다.
1.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에 의한 기독교교육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은 종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는 가운데 왜곡된 정보나 오
류, 편협적인 생각과 맹목적인 비난이나 불신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바로 판별하고 종교들의 다양한 전통과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종교들 간
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적 행위에 참여하는 대화자가 자신의 견해를 아무런 제
약 없이 제시하고,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해 청자에게 납득시킴으로서 양방 간의 공유
적이고 상호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행위를 지칭한다.57) 이것은 기독교교육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먼저 기독교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사적 기
능에만 한정된 시각과 범위를 탈피하여 개방적인 대화과정으로 형성되어야할 필요성
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독교교육은 단순히 기독교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기독교적 삶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
반을 둔 토론과 대화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상호적이고 공유적인 이해를 도출하여
학습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58)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대화를 중시
57) 강희천,『기독교교육사상』(서울: 연세대학교출판사, 1993), 43.
58) 김현숙,『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4),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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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잠재력과 이야기를 통한 상호이해를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59)
교회는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중의 하나인 종교 간의 갈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먼저 타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교적 개
념은 인간적 이해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보면서 그 개인이 어
떤 종교를 가졌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고 과연 그 말씀대로 사는가
를 본다.60) 종교에 대한 갈등은 하나님이 행하신 화해의 행동 속에서 와해되었다. 인
간은 하나님의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뿐이며 그 안에 기독교인, 불교인
등 타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임의적인 규정이다. 종교에
대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타종교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기독
교 자체에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바로 화해란 하나님의 일이며 사
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61) 그러므로 선교와 전도는 다른 종교인들에게 다가가서
말로서 논쟁하며 언어폭력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
여주셨던 삶을 살아감으로서 예수께서 죄와 죽음에 대하여 승리 하였다는 것을 증언
하는 것이다.62)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타종교와의 갈등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
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선언하는 일이다.
상기의 사실을 견지 한다면 기독교교육이 대화가 가져다주는 갈등을 넘어선 화해
를 위한 상호적 공유적인 실천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고려될 수 있
다.63)
① 기독교교육에 참여한 학습자들이 그들 자신의 신앙과 생각을 동등한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으며 -평등성의 원리② 타인에 의해 제시된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를 지니게 하며 -관계성의 원리③ 자신의 견해와 다른 입장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개방성의 원리- 격려하며 도와주는 형태.
이런 형태의 교육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속해 있는
전통과 문화와 가치와 규범을 존중하고 그 자신을 성찰, 이해하고 비판하여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케 한다. 이는 논리적인 것만을 취득하는 교육형태가 아
니라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고, 타인에 대한 상호존중과 평등성이 강조
되며 타인의 관점을 자신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사고할 수 있는 관계성을 형성하는 커
59) Ibid., 54
60) 김명용,『현대의 도전과 오늘의 조직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8), 105.
61) 김재진,『기독교란 이런 거야』(서울: 황금부엉이, 2004), 400.
62) 최종호,『칼바르트-하나님 말씀의 신학』(서울: 한들출판사, 2010), 204.
63) 김현숙,『탈인습성과 기독교교육』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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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니케이션을 통한 실천적인 기독교교육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타종교 간
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
개인의 신념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종교적 이야기는 근본적 이해를 같이하는
자신이 속한 종교집단 이외에서는 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이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종
교는 이해보다는 다름을 강조할 부분이 많고 자신이 소속해 있는 공동체의 신앙이 더
우위에 있다고 고집하는 원론주의적인 종교적 입장이 종래에는 갈등만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
다. 이야기가 가지는 힘은 비록 종교가 다를지라도 서로를 소통하게 한다.
백은미는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
다.64)
첫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이나 공동체가 경험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고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스토리텔링은 인간의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뿐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
경험적인 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을 가능
하도록 한다.
셋째, 스토리텔링은 교사의 특별한 훈계나 설명 없이 이야기 자체로 사람들의 도
덕적인 사고와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야기가 담고 있는 가치들을 내면화하여 도덕
적인 행위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다.
넷째, 스토리텔링은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개인, 인종, 문화들 간의 공통점
뿐 아니라 다양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다섯 째, 인류의 오랜 역사와 전통들을 통해 이어져 온 풍부한 이야기 자원들은
매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스토리텔링의 교육은 현대 한국사회의 종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의 종교
와 문화전통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종
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종교
문화권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각
각의 종교와 문화가 간직해온 다양한 이야기들은 그 민족과 종교가 지켜온 삶의 지혜
와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잘 드러나 있어, 특히 전통에 얽매어 있는 자신의 근본주의적
인 종교적 관습에서 벗어나 타종교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한다.65)
64) 백은미,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스토리텔링 교육방법 모색,”「한국기독교신학논총」
65(2009), 402-404.
65) Ibid.,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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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종교 간의 갈등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는 지극히 민간
하고 예민한 영역이기 때문에 종교가 거론될 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서로의 종교가
더 우세하고 진리라는 근본주의적인 자세이다. 그러나 원론적인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이야기를 한다면, 종교인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문화를 나누며 서
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은 결국 서로 다른 종교인
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한국사회 갈등요인 중 하나
인 종교 간의 화해가 도모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2. 평화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음으로서 파생되는 다양한 비평화적 현상들이
현대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하나의 완결된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휴전의 상태로
둘로 나누어진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남북한의 삶은 항상 잠재적 갈등의 요소를 안
고 산다. 분단이 한국사회에 야기하는 비평화적 현상은 지극히 구조적이고 체제화 되
어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내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본적인 사실
을 열거해 보면 남한과 북한의 대치로 인한 전쟁이나 테러 등의 물리적 폭력이 항상
잠재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의 인도적 차원의 문
제, 남한과 북한사회 모두 체제 유지와 안보를 위한 사상과 활동의 자유억압, 비민주
적 사회분위기, 전체적인 긴장과 불신의 분위기, 군비확장과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
한 국가예산의 낭비 등의 헤아릴 수 없는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조직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남한과 북한의 비평화적 현상들 대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남북의 분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분단에 의한 남한과 북한의 대립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것으로 평화교육, 즉 평화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우선 되
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남한은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통일교육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자
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올바른 통일관의 정립, 통일
환경과 북한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국가안보관의 정립과 남북 간의 평화와 화해 및 협
력을 도모하는 것에 대한 실천의지를 확고히 했다.66) 이법이 제정된 후에 통일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제도나 정책, 이념과 체제보다는 북한
동포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의식구조를 이해하는 사회문화적 접근으로 북한을 알고자
하는 통일교육을 시행하였다. 2000년과 2007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하여 ‘함
께 사는 통일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었고,67) 남북 간 화해와 협력으로 금강산관광
66) 양정훈, “통일교육의 변천과정과 발전적 과제,”「통일문제 연구」48(2007), 386.
67) 조정아, “통일교육의 쟁점과 과제,”「통일정책 연구」16(2007),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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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대북지원과 교류를 통해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게 되
고 민간차원에서 인권이나 평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평화교육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체제를 무조건 비판만 하기보다는 북한 주민을 이해하여 편협한 사고를
극복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수용할 줄 아는 평화교육을 통해 다양한 갈
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평화교육의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평화교육은 다양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평화교육은 문제 중심
적이고 평화에 관련된 문제들은 시간과 지역 및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
기 때문에 평화교육의 실천은 그 사회의 구체적 맥락과 함께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다.68)
둘째, 평화교육의 목적은 정의, 평등, 관용과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고 긍정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하여 폭력과 갈등, 전쟁, 비인권과 불평등에 이르는 다양한 인간악
을 제거하는 것이다.69)
셋째, 평화교육은 실천을 지향함으로서, 현실적인 비(非)평화의 상황들에 대한 면
밀한 모색과 함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 관점을 갖게 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
력을 가르쳐 비평화적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70)
넷째, 평화교육은 인간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에 대한 농도 짙은 반감을
심어주는 교육으로서, 폭력의 근본을 확실히 알고 이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어 이것
을 극복하게 하는 교육이다.71)
다섯 째, 평화교육은 전쟁의 실상을 교육으로서, 전쟁은 인간에 의한 폭력의 가장
집중적이고 무자비 하며 물리적인 형태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이다.72)
여섯 째, 평화의 교육은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저항하며,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과오를 망각함을 가르쳐주는 교육이다.73)
상기의 원리를 기초하여 평화교육은 기독교교육 중의 어떤 막연한 하나의 과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기능해야 하는 기독교교육의 본질적
인 특성이므로, 이 땅위에 수립해야할 평화에 무관심하거나 평화를 방해하는 교육들은
아무리 교회의 경건한 분위기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기
68) 고병헌, “캐나다와 영국의 평화교육,”「초등우리교육」20(1991), 55.
69) Salmon. G., “What is peace Education?,” Journal of peace Education, Vol.1, No.1,
March 2005, 28.
70) 박보영, “평화교육의 이론과 과제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2005), 149.
71) 오인탁, “평화교육의 이념과 내용,”「기독교사상」8(1988), 105-112.
72) Ibid.
7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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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교교육의 정체성은 희석된다고 할 수 있다.74)
평화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근본적으로 신앙교육으로서의 교육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신앙교육의 과제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를 위
해서 그리고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다. 기독교 평화교육을 위한 신앙교육적인
측면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형상은 예수의
삶, 즉 화해와 평화의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교육으로서의
평화를 위한 기독교육은 철저히 성경과 기독교 전통의 토대에 서있다. 기독교 평화교
육 관점에서 평화를 도모하는 삶이란,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신앙관계, 두 번째
는 인간과 인간과의 바른 신뢰형성, 마지막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관계이다.75)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안과 밖을 구
분하지 않으며, 크리스챤에게 국한되는 신앙교육의 형태가 아닌 각 개인에서부터 인간
이 관련되어 있는 모든 총체적인 관계들의 상생을 지향하며 인간이 생활 속에서 경험
하는 모든 갈등과 구조적인 불균형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실현하고자 하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 평화교육을 바탕으로 한국교회는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형성되어 있는 화해의 성과를 남북이 공유하고 교류와 협력으로 나아가야할 사명이
있다. 평화교육을 위한 기독교교육이 한국교회와 크리스챤인들에게 실행되어지고, 이
로 말미암아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적극 동참함으로서 남
북 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함을 통해 현재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완화될 것이라 사료된다.
3. 이웃사랑을 위한 기독교교육
울리히 벡커(Ulrich Beck)의 분석에 의하면 현시대의 발전경향은 ‘세계화’라는 표
제어를 달고 출현한다고 주장한다.76) 벡커는 세계화는 그 자체로 인간다운 발전과 인
간권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많은 기회들을 가져오고 상호 의사소통과 정보에 의한
보다 개선된 가능성들을 통해 미래에 이룩할 하나 된 세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중요
한 문화적 전제조건들을 성립하며, 이와 동시에 세계화는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는
새로운 위험들, 즉 경제적 불평등과 위협적인 착취와 종속관계 그리고 생존에 없어서
는 안 될 생태계의 파괴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았다.77)
74) 윤응진,『비판적 기독교교육론』(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2000), 241.
75) 오성주, “평화교육에 대하여,”「세계의 신학」60(2003), 183.
76) Beck Ulrich, Risikogese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2000), 56.
77) Ibid.,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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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커가 주장한 세계화의 새로운 위험들로 표현한 ‘경제적 불평등’, ‘위협적인 착취’
와 ‘종속관계’라는 용어는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고, 특히
사회 계층 간의 상황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경
쟁주의 원리를 유발 시켰으며,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한국사회는 소
득분배에 의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쟁주의가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경쟁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소득과 부의 과도한 불균형으로 인하여 유발된 계층갈등의 심화는 사회
윤리와 함께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 신앙에 기초
한 윤리적 핵심은 예수의 이웃사랑 명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정의의
부재를 비롯한 경쟁원리 및 소득분배의 양극화는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
적 정체성을 유린하는데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경쟁의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희생에 의한 이웃사랑이 주축을 이룬다. 기독교 삶의 윤리적 교시는 경쟁에 앞서 사랑
과 공존이 우선이며 한 개인의 출세와 이권 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스도
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행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인간은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연하게 감지 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이웃사랑 안에서 더욱 더 구체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78)
토마스 그룸(Groom T.)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기독교교육의 궁극적인 목
적으로 삼는다.79) 그의 논리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교육의 궁극
적인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
하는 사명을 일깨우는 교육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서로를 돌보고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돕는 실제적인 삶의
교육을 지칭한다.
현대사회에서 이웃은 혈연과 지연에 의해서 결정된 개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도움과 사랑의 필요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80) 상대방의 도움과 사랑이 절실히 필
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은 이유를 막론하고
어떤 한계를 정하거나 개인적 윤리기준의 편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교육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개
78) Rahner Karl, "Über die Einheit von Nächsten- und Gottesleide,": in ders., Schriften
zur Theologie, Neuere Schriften, Bd. Ⅵ (Einsiedeln, 1968), 277-285.
79) Groom T.,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our story and visio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1980), 34.
80) Ellis E. E., The Gospel of Luke (Century Bible: London: Nelson, 1966),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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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신앙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위배되는 억압적인 구조를 변화시킴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과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자를 교육시키는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형성을 위한 사명과 현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
성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위한 교육적 역할이 있다. 이것은 학습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도록 캐어함과 더불어
현대사회의 과도한 경쟁에서 낙후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과 희망을
저버린 사회구성원들을 지원하고 살리는 교육이다.
현대 한국사회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조류 속에 있
다. 그 결과 물질이 신격화 되어 정신적 가치는 추락하고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
고 있으며, 도시빈민이 증가되고 국민의 대다수가 실업과 불안정한 직장으로 인하여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또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노후를 맞게 됨
으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노년층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런 사회적 약
자의 문제에 대하여 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지원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기독교교육은
이러한 사회약자로 전락한 이웃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학습자들, 한국
교회 구성원들이 그들을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계층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는 교육의 역할을 가진다.
기독교 화해의 교육은 바로 관용과 용서의 교육이다. 관용은 많은 것을 소유한
자 또는 사회의 강자가 사회약자에게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인 반면에 용서는 약자인
피해자가 강자인 가해자에게 하는 차원 높은 사랑이다. 폭력과 상처를 준 상대방을 증
오와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
침이다. 성경은 용서를 화해의 회복으로 교시하고 있으며(마5:23-24, 6:14-15), 이것은
많은 영적인 훈련과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신앙공동체적인 삶의 윤리이다.81) 화해를
위한 용서를 기독교 가르침에 기초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의 용서의 목적은 화해와 회복의 의미를 내포한다. 인간이 저지른 죄
와 악은 하나님과 이웃, 창조물과의 교제를 파괴했다. 파괴된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재창조적인 활동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인간은 이웃과 화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함으로 용서가 실현된다.82)
둘째, 용서는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지속적으로 실천해야할 과제이다. 죄와 악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상호 간의 관계를 위협하기에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신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향한 용서와
화해의 명확한 의지이다. 용서와 화해는 죄와 악에 노출되어 있는 크리스챤인들에게
81) Jones L. Gregory, "Embodying Forgiveness," A Theological Analysi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5), 133-134.
8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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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우에만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항상 필요한 것이다.83)
셋째, 기독교인의 용서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인간이 실제적인 삶
에 있어서 용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용
서의 실천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
에 의해서 가능하다.84)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 상호 간의 용서를 포함하는 기독교의 용서는 기독교 공동
체를 비롯한 사회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화해와 회복을 목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
야 한다. 교회는 상처 준 사람과 원수로 여겨 증오할 수밖에 없는 사람, 즉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와 화해의 기독교교육이 실시되는 곳이다. 그리고 세상의
고통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해방활동을 학습하고 자신의 삶에서 화해
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받는 장소이다.
용서와 화해는 이웃사랑의 의미를 지닌다. 교회 신앙공동체에서 실시되는 용서와
화해의 교육은 이웃사랑을 위한 기독교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VI. 결론
한국사회 뿐 아니라 모든 인간사회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경험하면서 기존 질
서에 대한 긴장과 불만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향한 사회적 전환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동시에 기존의 갈등이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초래 하여 사회적 위기를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사회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갈등이 해결된 경우 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어떤 시대나 어떤 사
회에도 모순이나 불일치 또는 대립과 분열 등의 갈등현상이 존재해 왔지만, 그 차이는
갈등의 성격과 내용, 그리고 대안의 효과 등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85)
현대 한국사회에 표면화 되어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은 드러난 갈등에 대하여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현상 이면의 원인과 내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여 그
잠재된 갈등의 뿌리를 변화 또는 제거시킬 때 진정한 평화적 해결을 이룰 수 있다. 이
는 폭력적 행동의 중지 또는 행동의 변화 뿐 아니라 그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신념,
가치관과 태도 등을 화해와 공존의 가치관으로 변화 시키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구조
를 변화 시키는 것 모든 것을 지칭하는 것을 의미한다.86)
83) Ibid.,5
84) Volf Miroslav,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Nashville: Abigdon press, 1996), 127.
85) Roemer J.,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8),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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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의 신앙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직접 접촉하고 경
험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교육은 인간 삶에 대한 질문에 신중해야하는데, 이를 위해서
현대의 사회와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
하면 이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서 파생되는 다양성을 포용할 뿐 아니라 서로 조화
를 이루는 보다 확대된 기독교 신앙공동체의 회복과 재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87)
현대 한국사회의 갈등들은 기독교교육이 삶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줄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교육은 갈등을 극복하고 나아가야할 화해의 실천을
이 시대에 제시해야 하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개인구원 신앙
에 머물러 있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져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첫째, 집단과 개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와 문화 전통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가치와
규범 그리고 다양한 사회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에 대한 요인들과 실
체들에 대하여 기독교적 아이덴티티에 토대로 비판하고 화해의 실천을 위하여 기독교
교육적인 모색이 지속적으로 형성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둘째, 자신의 관점과 다른 상대와의 관점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차이’와 ‘다름’
으로 인정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 즉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위한 화해의 기독
교교육이 교회를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교육의 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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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한국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에 대한 논찬
고 원 석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강문규는 연구논문을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요인을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차원
에서 분석하고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자는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상황을 첫째, 종교 간의 갈등, 둘째, 남북 간의 갈등, 셋째,
계층 간의 갈등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한 각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독교교
육의 방향을, 먼저 종교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 스토리텔링의 기독교교육을, 둘
째, 남북간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 기독교 평화교육을, 셋째, 한국 사회의 계층 간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 이웃사랑을 위한 기독교교육을 주장한다.
논찬자는 연구자의 논지나 연구의 방향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단지 아
쉬운 점은 연구자가 화해를 위한 기독교교육을 제시함에 있어서 당위성과 원칙의 수
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지면의 한계가 있었으리라 짐작은 되지만 스토리텔링의
기독교교육, 기독교 평화교육, 이웃사랑의 기독교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논찬자의 생각에는 화해를 위해서 기독교교육의 원칙과
더불어 소통방식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20세기 기독교교육 모델의 소통방식
을 추가 설명하는 것으로 논찬자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한다.1)
A. 역설적 소통 모델: 케리그마적 종교교육
케리그마적 종교교육은 20세기 초중반까지 유럽과 미국 종교교육을 주도했던 종
교교육 모델이다. 독일에서는 “복음 훈육”(Evangelische Unterweisung)으로, 미국에서
1) 아래의 내용은 논찬자가 2015년 10월 10일 중국 푸단대에서 있었던 제19회 한중 학술
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부 발췌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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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독교교육”(Christian Education)으로 등장했다. 케리그마적 모델은 세상을 향한
역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의 순기능 역할을 추구한다. 종교 대(對) 세상(세
속/현실)의 대결구도와 그로 인한 양자택일의 선택과 결단을 요청함으로써 사회의 비
본질적 가치(세속적 맘몬숭배)를 비판하고, 또 그러한 비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
데 생기는 분열과 다툼, 경쟁을 극복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케리그마적 종교교육은 현대 사회와 문화가 잘못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종교교육은 문화를 향해 역행할 것을 강조한다. 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현재
의 걸음에서 끊임없이 제어기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역설의 선포는 사회의 수
많은 잘못된 관심과 노력의 무의미함을 지적한다. 실제로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
은 문제와 분쟁, 갈등의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 욕심과 재물, 이기주의와 물질주의가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한다. 저마다의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의 대립 속에서 수많은 분쟁
과 갈등, 파괴와 상처가 일어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케리그마 모델은 이
러한 인간의 오류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복음을 통한 참된 방향의 재조정을 외친다.
B. 이해를 통한 소통 모델: 해석학적 종교교육
해석학적 모델은 성경이라는 전근대적 세계와 문화의 산물을 현대의 과학적 세계
에 다리놓는 작업이다. 특별히 성경의 신화적 표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문화와의 대화
적 역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화란 인간이 살고 있으면서 인간에게 알려져 있고
인간이 처분 가능한 이 세계는 그 근거와 목적을 그 자체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알려져 있고 처분 가능한 세계 밖에 갖고 있다는 신념, 그리고 이러한 알려
져 있고 처분 가능한 이 세계는 이의 근거와 한계가 되는 섬뜩한 세력들에 의해 항상
지배되고 위협당하고 있다는 신념의 표현이다.”2) 즉, 신화는 인간이 그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는 인식, 인간은 인간이 알고 있는 이 세계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알
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도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의존 속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알려져 있는 세력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C. 경험과 현실에서 출발하는 소통 모델: 문제지향적 종교교육
종교교육에 있어서 진정한 소통과 대화의 길을 모색한 것은 문제지향적 종교교육
이다. 현실변화를 인식한 문제지향적 종교교육은 과감하게 교육의 출발점을 텍스트가
아닌 경험과 현실로 삼는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과 주제가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현실
과 미래를 향한다. 그래서 문제지향적 종교교육이 목적으로 삼은 것은 “현재를 살아가
는 참 그리스도인, 참 인간”의 모습이다. 이를 위해서 종교교육의 ‘경험론적 전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3) 종교교육은 성서 본문의 내용과 의미를 묻기 전에 학습자들의
2) W. Schmithals, 『불트만의 실존론적 신학』, 변선환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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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세계, 즉 학습자들이 처한 사회 문제와 구체적인 현실, 인류 공동의 미래에 관심
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종교의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즉 종교적
소통과 화합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수 있는 과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지
향적 종교교육은 사회적 측면에서 교육의 내용과 목적이 현실사회의 과제 및 갈등 해
결을 위해 적절한가를 묻는다. 기아, 환경, 평화, 전쟁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윤리
적 태도와 행동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종교, 사회적 측면을 주시함으로써
종교교육이 기독교의 전통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현실에 대한 적합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다. 문제는 문제지향적 종교교육의 교육과정이 주로 토론
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학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지향적 종교교육이 가지고 있는 주지적 성격과 사회비판적 성격이 드러난다.
D. 드라마적 상호소통: 비블리오드라마: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으로 사건화하
는 것이다. 성서의 세계가 성서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현실과 조우(遭遇)한다. 한스 베
버(H. Weber)는 비블리오드라마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한다.
“극화된 성서 이야기는 연기하는 참가자들의 삶의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 그들
의 삶의 현재 경험은 성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서 해석이 현재의 삶에 도움
을 주기도 한다. 극화된 성서 구절은 비블리오드라마에서 연기하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인간적 물음과 삶의 정황에 새로운 빛을 비춰준다”.4)
베버는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서 성서 이야기와 참여자들의 삶의 이야기 간의 상
호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성서와 참여자들 간의 쌍방 해명을 말하고 있다.5) 전통적
으로 교회는 성서를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가르쳤다. 성
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포의 대상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귀기울여 수용
하고 따라야 하는 권위의 대상으로 이해했다. 전통적인 입장에서 성서는 그리스도인들
을 향해 일방적인 관계에 그치고 말았다. 하지만 성서는, 그리고 성서의 하나님은 언
제나 ‘관계’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고 반응하시는
분으로 나타난다.6) 비블리오드라마는 성서 및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상호소통의
측면, 쌍방 해명의 차원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비블리오드라마를 통해 성서는 나와
3) K. E. Nipkow, Schule und Religionsunterricht im Wandel (Heidelberg, 1971), 236;
G. Theissen, 『성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고원석/손성현 옮김 (서울: 동연, 2010), 101;
K. Wegenast, Die empirsche Wende in der Religionspädagogik, EvErz 20(1968), 111-124.
4) H. R. Weber, 『성서, 나를 읽는 책』, 연규홍 옮김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6), 98.
5) G. M. Martin, 『몸으로 읽는 성서』, 손성현 옮김 (서울: 라피스, 2010), 201-202.
6) R. Zimmermann & M. Zimmermann (hrg.), Handbuch Bibeldidaktik (Stuttgart: Mohr
Siebeck, 2013), 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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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너무 먼 옛날의 기록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인간들의 경험이 투영된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다가온다. 성서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성
서의 한 문장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경험한다. 나와 본문 사이에 공명(共鳴)이
일어난다. 성서 전통과 나 사이에 활발한 의사소통이 일어난다.
이상에서 소개한 역설적 의사소통, 해석학적 의사소통, 현실적 의사소통, 드라마
적 의사소통 이 네 가지는 위에서 설명한 3가지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
해줄 수 있으리라. 연구자의 계속된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갈등 극복과 화해를 위한
기독교교육이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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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한국 사회 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에 대한 논찬
김 웅 기 박사

(한국성서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논문 개요
이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갈등을 종교 간 갈등, 남북 간의 갈등,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으로 언급한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교
육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갈등 극복을 위해 기독교교육적
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연구자에 의하면 용서와 화해로 실제화 되는 교육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논문의 주요 내용
연구자는 먼저 갈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원적, 사회학적, 신학적 측면
에서 고찰한다. 그의 논의에 따르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개인이나 집단 내
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 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있는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
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표면화된 갈등은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은
그 근원이 죄라고 할 수 있다. 죄에 인해서 생겨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
하게 다스리고 인도하는 진정한 해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 문제의 해결은 연구자에 따르면 인간과 계약을 맺으
시고, 계약의 주체자로서 성실히 임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계명을 지키
지 않고 계약의 대상자로서 자기 역할을 파기할 때도 회개하게 하시고, 이에 따라 죄
를 덮어주시며 원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리하여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이 인
간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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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갈등은 인간이 죄인이고, 죄성을 가지고 있기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갈등 문제의 해결은 인간과의 해결을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죄성을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하나
님을 경험하고 화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
다고 연구자는 주장한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말하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인 갈등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까? 첫째, 종교 간의 갈등이다. 이것은 특정 종교 단체가 자기 집단만의 유일한 진리
를 고집하고 타종교를 멸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에서 일어나게 된다. 둘째, 남북 간
의 갈등이다. 북한 핵실험, 북한 인권, 국가 보안법 폐기, 대북 경제 지원과 통일 비용,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남북한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다. 셋째, 소득 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빈부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에 따
라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의 실천자가 되기 위해 연구자가 제안하는 기독교
교육적 노력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타인과 그의 견해를 존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실재를 바라볼 줄 아는 사고 능력과 개방적인 태도로 대화에 임할 줄 아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각 종교와 문화가 간직해온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눔으로써 다른 종교와 문화권의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셋째, 갈등 문제 해결의 기독교교육적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의 평화
교육 실시이다. 넷째, 갈등 문제 해결의 실제적 표현 양태에 되어야 할 관용과 용서를
담고 있는 이웃 사랑 교육의 강화이다.
논문의 공헌
갈등은 문제 상황에 의해서 초래되는 것이지만, 표면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만든다. 연구자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들을 당연한
것으로 좌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는 심각한 의도
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문제 상황들은 다
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배타적 종교관, 남북한 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한 적대적 관계,
소득 분배의 공정성 상실에서 오는 계층간 격차의 심화와 이에 따른 계층간 유무형의
대립들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연구자는 평화 교육에 나타난 핵심 가치를 기초로
기독교교육적 노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았다. 그리고 갈등 극복을 위해 상대방
의 입장에서 현실을 인식할 줄 아는 안목을 형성할 뿐 아니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방을 알아가는 것이 갈등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목표가 됨을 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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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여기에 더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각 종교와
문화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의 교육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때,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더욱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갈등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좌시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
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리고 그 손길을 믿음
으로 붙드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해와 용서의 실행자들이 되
게 하신다. 그런 면에서 갈등 해결을 위한 기독교 교육의 실제적 결과물은 용서와 화
해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연구자는 이 점을 갈등,
화해, 용서 등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기초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결론적으
로 말하여 이 연구는 갈등 해결에 대한 정당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교육의 방향성,
교육의 과정, 교육의 결과물까지를 입체적으로 제시하는 공헌을 하였다.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첫째 제안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종교인구 조사 자료는 20년 전 것 보다는
2005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종교인구 조사는 매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데 아직 2015년 자료는 확정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들이 이 논문에서 제기한 것 외에도 상당수 있는데,
이 갈등들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연구자의 주관적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셋째, 다른 종교 안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
총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배우고 공유해야 할 내용들이 많지만 구원관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공유할 수 있는 것과 배타적이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구
분이 조금 더 선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이야기 중심 교
육을 구체적으로 기독교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가야 할지를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길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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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한국 사회 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 교육적 모색”에 대한 논찬
유 은 희 박사

(총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세계에는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노사갈등, 국가간 갈등, 인종과 종교간
갈등 등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신문에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나라들 중 25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지수를 국제 비교한 연구들이 인용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으로 1인당 국내
총생산의 27%를 갈등해소 비용으로 지불한다고 발표했다.1) 후자의 연구에서도 우리
나라는 사회갈등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박권일은 2013년에 있
었던 한 심포지엄에서 등장했던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저문화·고갈등”사회이
며, “갈등에 무지한 사회”라고 명명했다.2) 대칭적 갈등과 비대칭적 갈등, 일방적 폭력
을 구별하는 갈등의 다양한 형태의 인식에 대해서와 어떻게 다양한 갈등들에 대처해
야 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논문의
주제는 시의적절한 주제이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그 갈등으로 인한 사회균열과 고통
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으로 인해 대부분의 독자들은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이미 심
리적 준비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연구자가 어떻게 기독교교육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
어나갈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본 논문을 대하게 된다.
강문규 박사님의 논문의 구성은 갈등과 화해의 개략적 의미와 세 가지 갈등문제
에 대한 조명, 그리고 화해의 실천으로 기독교교육적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유형 중 특히 종교간 갈등 북한과의 갈등 그리
1) http://www.hankookilbo.com/v/681ab292638a4ad88661e90f70228e32
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14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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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득불균형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에 주목하고 있다.
논문의 첫 부분인 갈등의 개념적 정의에서 연구자는 갈등의 어원적, 사회적, 신학
적 이해를 돕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사회학적으로는 항
상 변화하는 사회와, 그 사회 속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의 상호작용과 이
해관계, 다양한 사건과 사고의 경험 속에서 분열과 변화, 갈등은 어떤 면에서 피할 수
없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화해는 히브리어의 ‘카파르’라는 단어와 헬라어의 ‘카탈라게’
두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연구자는 동등하지 않은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에서 하
나님은 한편이 다른 한편을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로 화목을 이루는 화해를 보여주
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화해가 성경적 화해개념의 핵심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신
앙의 실천의 중요한 부분은 화해자가 되는 것이라 설명한다.
한국사회의 주요 갈등의 요인가운데 첫째로 종교 간의 갈등에서는 개신교와 타종
교들 간의 갈등을 주목했다. 종교가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종
교단체가 자기 집단만의 유일한 진리를 고집하고 타종교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면 종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연구자는 종교간의 갈등 요
인을 설명한다. “한 종교만이 유일하게 참 종교라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사
례가 기독교이며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앙의 모토를 내세우면서 타종
교들의 종교적인 가치를 무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한다. 무례하거나 지나치게 열정적
인 선교와 전도방식과 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대한 갤럽조사, 불교사찰 난입사
건, 아프간 피랍사건, 교회세습 등을 지적하면서 기독교의 편협한 사고와 실천이 “종
교에 대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남북간의 갈등
에는 북한의 핵실험, 인권, 국가보안법 폐기, 대북 경제지원과 통일비용, 주한미군 철
수와 전시작전권 환수 등의 문제가 항상 그 중심에 있다. 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보다 정확한 사실과 전체적인 맥락에 근거하여 북한
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소득분배에 의한 계층갈등은 1997년 외환위
기 이후로 심화되었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에 대한 체감정도와 과도한 경쟁의식
과 심리적 박탈감 등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갈등의 요인들에 대한 화해의 기독교교육은 어떠한 것일까? 앞선 세
가지 갈등의 요인들에 대응하여 연구자는 세 가지 기독교교육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
다. 첫째는 커뮤니케이션과 스토리텔링에 의한 기독교교육이다. 타 종교에 대한 왜곡
된 정보나 오류, 편협한 생각과 맹목적 비난 및 불신을 피하기 위해서 종교들 간의 커
뮤니케이션을 제안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반한 대화를 통해 이해를 공유하
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서로가 자신의 신앙과
생각을 우위에 두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자신의 관
점으로 바꾸어 생각해보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한 종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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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과 서도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확장은 스토리텔링의 교육 방
식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남북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기독교
평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평화교육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핵심적인
도구로서 기독교교육의 본질적인 과제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사랑
을 통한 기독교교육적 접근이다. 경제적 불평등과 착취와 종속관계 등의 문제들에 대
해서 배려와 자기희생에 의한 이웃사랑, 그리고 관용과 용서의 교육을 실천해야 할 것
을 말한다.
본 논문의 공헌은 무엇보다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탐
색적 시도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 불거져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갈등에
교회가 깊이 관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화해자 역할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연구자의 문제제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교회
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의 밖에 존재하거나 주변부에 서서 갈등의 해결자 혹은
중재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 갈등에 깊이 관계하고 있다는 사실과
교회라는 조직과 문화에 이 사회의 다양한 갈등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
성과 이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한 화해적 역할과 사명 이행을 촉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연구자의 글에 녹아져 있다. 또한 각각의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했던 구체적인 사례들
과 관련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통찰 역시 유익하다.
Nicholas Wolterstorff와 같은 학자들도 우리 정의라는 기질을 어떻게 기독교 고등교
육을 통해서 형성해 갈수 있는지, 샬롬을 위한 혹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교육이 어떻
게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본 논문에 기대어 계층간, 이데올로기
간, 종교간 갈등과 분열이 많은 우리 사회 속에 속에서 어떻게 샬롬을 촉진시켜가는
기독교교육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심화된 연구들이 계속
되기를 기대하게 된다.
귀한 연구에 감사드리며, 본 논문을 통해서 고민하게 된 몇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연구자는 “한국 사회 갈등현상은 현대사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
제일 뿐 아니라, 그 속에서 크리스챤들로 하여금 신앙적 삶과 신앙의 자아정체감마저
위협받는 상황으로 접어들게 하는 심각한 도전으로 다가와 있다. 이같은 현대사회의
도전과 요구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상응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재정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본 논문이 보수적인 신학적 관점을 반
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나 혹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생각하는 ‘한국사회 갈등으로 인한 현대사회의 도전과 요구에 상
응하여 정체성이 재정립된 기독교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명료한 표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고민하는 그렇게 정체성이 재정립된 기독교 신앙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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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만이 유일하게 참 종교라는 특수성의 강조” 혹은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신앙의 모토가 사라지고, “종교에 대한 갈등은 하나님이 행하신 화해의 행동 속
에서 와해”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화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할 뿐이며 그
안에 기독교인, 불교인 등 타종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신앙인지 궁금하다.
아니면, 종교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Tim Keller가 말하듯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
는 피할 수 없는 혐오감(offensiveness and stumbling block)은 어쩔 수 없지만, 태도
와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피할 수 있는 모든 무례함과 혐오감은 줄이는 그러한 의미
의 상황화된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
다.3) 그런 의미에서 신앙정체성의 재정립 문제라기보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a way of being in the world)의 문제인지에 대한 지적인지 궁금하다.
두 번째 질문은, 서로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의 신앙과 생각을 제시하고 개방적
인 마음으로 의사소통의 합리성에 기반을 둔 토론과 대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전환학습을 이론화했던 Mezirow도 이성적인 담화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이상적인 조건들로서 보다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가 주어지고, 압제나 강요
혹은 왜곡된 자기기만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과 대안
적인 관점에 공감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담화에서 다양한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것 등을 말했다.4) 그러나 그러한 조건들은 그야말로 이상적인 조
건으로 성취되기가 쉽지 않다.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나 사회적 관계에서는 다양
한 이유로 동등하지 않게 여겨지고, 대화와 동시에 서로의 포지셔닝에 대한 협상이 의
식적·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연구자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공
유적 이해를 갖는 대화를 가능하게 할 이상적인 조건들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을까? 더 나아가서 같은 사실들을 바라보아도 인간의 이성과 논리는 합리성, 객관성,
중립성만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전제와 세계관 혹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나 사물을 선택적으로 지각하기도 하고, 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사실을 간과하기
도 하고, 다른 해석을 가지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론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의 제시와 납득시킴을 통한 상호이해와 합의 도출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
일까? 연구자의 통찰을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숙고를 가져온다.
위의 논의와 관련해서 마지막 제언으로 익숙한 Lesslie Newbigin의 제안을 고려
해본다. 그는 “타종교와의 대화는 다름 아닌 이와 같이 세상의 프로젝트에 그들과 함
께 동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연구자가 주장하듯이 이웃을
3) Timothy Keller. 2012. Center City. Grands Rapids, Mich.: Zondervan.
4) Mezirow, Jack. 2009.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In Mezirow, J. & Associates
(Eds.), Transformative Learning in Practice, p. 20.
5) Newbigin, Lesslie. 1989.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IVP, p.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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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본질적인 과업
이라는 것에 Newbigin의 생각도 일치한다. 그러나 그 종교간 대화의 주제의 예를, 종
교 자체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종교인들과 함께 정의나 평화를 위해, 갈등극복을
위해 진정으로 협력하다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때가 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
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 때는 우리의 활동의 배경과 동기와 목표와 실패와 패배에
대한 대처의 자원과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
라고 하는 Newbigin의 제안에 연구자의 스토리텔링과 개방적인 태도와 소통의 방법
들을 함께 적용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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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발표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
오 방 식 박사

(장로회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훈련)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IS를 비롯한 극단적
이고 잔인한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
도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곳이 없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남북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
데, 북한은 원자폭탄을 소유한 것을 넘어 수소폭탄을 실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
장하고 있다. 나라 안을 볼 때 정치와 경제적인 갈등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대 간의 갈
등이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경험
되는 폭력의 문제는 심각하다. 예전에 한국 사회에서는 군사독재와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 상황 속에서 압제자와 억압받는 자가 분명했으며, 비록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쉽
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해결을 위한 방안이나 문제를 푸는 길에 대해서는 큰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훨씬 복잡하고 미묘하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
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은 관찰과 식별이 요구된다.
이 글은 동서냉전과 핵전쟁, 월남전과 인종문제가 첨예했던 1960년 대 수도승이
면서, 사회 비평가로 활동하였던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주의를 고찰하여 제시함으로써,
오늘날의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기독교적 사회
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 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글의 초점은 머튼의 비폭
력적인 수많은 기독교적 활동들을 면밀히 고찰하는 데 있지 않다. 다만 그의 비폭력주
의의 핵심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폭력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비폭력적인
- 51 -

사회활동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머튼의 비폭력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했는지, 또한 머튼이
기독교적 비폭력주의를 구축해 갈 때 머튼에게 영향을 끼친 비폭력주의의 배경을 고
찰할 것이다. 둘째, 머튼의 비폭력주의의 핵심을 탐구하면서 그의 비폭력주의 개념을
명료화할 것이다. 셋째, 비폭력적인 삶의 실천방안을 탐구하는데 있어, 그리스도교적인
통찰과 훈련방법을 모색하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II. 머튼의 비폭력주의의 형성과 발달
1. 머튼의 비폭력주의가 싹튼 시기
머튼의 비폭력주의는 오랜 기간에 걸쳐 머튼 안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머튼의 비
폭력적인 사상과의 첫 접촉은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영국 오캄 사립학교 시절 때이다.
그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냈는데, 밤을 새어가며 당시 간디와 인도인들이 영국인들은
인도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친구들과 찬반 논쟁을 벌였
다.1) 또한 머튼은 간디에 대한 페이퍼를 쓰기도 했다.2) 비록 당시 머튼의 견해는 대
다수의 친구들에게 우호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극소수의 의견에 속했지만, 그때의
경험은 어린 머튼으로 하여금 일평생 비폭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헌신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해주었다. 머튼은 콜롬비아 대학생 시절(1935년) 이탈리아의 에
디오피아 침공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한다. 그는 평화 시위에 참석하면서, 어떤 전
쟁에서도 싸우는 것을 거절하는 “옥스포드 서약 Oxford Pledge”에 서명하기까지 한다.
머튼은 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보면서 전쟁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두
고 심각하게 고민한다. 이 시기에 쓴 일기는 전쟁의 문제에 대한 그의 고민을 생생히
보여준다. 그의 소설『게쉬타포와의 논쟁』도 전쟁과 평화가 그 중심을 이루는데, 머
튼은 이 소설의 특성을 “내가 속한 세상에 대한 냉소적인 묵상: 그 곤경과 그 속에 있
는 나의 위치에 대해 확인하려는 시도”3) 라고 서술한다.
헨리 나우웬은 당시 전쟁의 분위기는 머튼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그로 하여금 수
도원행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 주장한다. 다시 말해, 전쟁이 머튼으로
1) William Shannon, ‘Something of a Rebel: Thomas Merton, His Life and
Works (Cincinnati, OH: St. Anthony Messenger Press, 1997), 14.
2) James Forest, Merton by Those Who knew Him Best, ed. Paul Wilkes
(San Francisco: Harper & Row, 1984), 56.
3) My Argument with Gestapo, 6. Henri Nouwen, Encounter with Merton
(New York: Crossroad, 1972), 58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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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금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우웬의 분석에 따르면, 머튼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전쟁의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자발적인 자기 멸절의 초대로 자각하기 시작했다. 즉, 전쟁으로 나타나
는 더 넓은 땅과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는 세상의 욕망은 머튼에게 모든 소유로부
터 거리를 두고 살아가라는 초대가 되었으며,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맹목적인 폭
력은 비폭력의 길을 따르라는 호소가 되었다는 것이다.4) 1940년 6월 16일자 일기에서
머튼은 이렇게 쓴다.
사람들처럼 전쟁에 대해 아는 체하지 않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발
적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이 순간 모든 소
유를 버리는 것이다. 때때로 나는 어떤 것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두
렵다. 심지어, 이름조차도, 동전 하나도 지니고 싶지 않다. 우리는 얼마나 많
은 기름과 군수품, 비행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소유한 어떤 것 때문
에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 겁난 다.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애착 때문에 어
느 곳에서는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두렵다.5)
세상의 폭력이 인간의 소유욕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 머튼은 자발적인 가난이 의
식적 혹은 무의식적인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지켜줄 것이라 여겼
다. 더불어 이러한 자발적 가난이 위험의 한복판에서 두려움 없이 폭력에 맞서며 자유
롭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머튼은 세상
의 위험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자신을 두렵게 하는 원인임을 밝히기까지 한다.
나는 내가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안다. 하지만 ...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을 잊지 않는 한 위험이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
게 될 것이다. ... 그렇다, 나는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
니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나의 것이라
고 부를 만한 것이 실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그런 그릇된 두려움
들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6)
4) Henri Nouwen, Encounter with Merton, 58-59.
5) Thomas Merton, 『토마스 머튼의 시간』, (서울: 바오로딸), 59-60.
6) My Argument with Gestapo, 138. Encounter with Merton.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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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튼은 수도승이 되어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구도적인 삶을 추구하
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머튼에게 있어서 이 자발적인 가난과 세상에 대한 초연함은 사
회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한 양식으로 이해되었다. 실제로 머튼은 할렘에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살 것
인가 아니면 트라피스트 수도자가 될 것인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 수도자로서의 부르심을 체험한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든 가
난한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고자 한 것은 분명하다. 헨리 나우엔은 자발적
가난은 사심과 두려움 없이 악을 그 뿌리로부터 파괴하기 위하여 악의 한복판으로 뛰
어들도록 해주는 최고의 비폭력적 행위가 되며,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비운 머튼
은 진정한 의미에서 혁명가라 할 수 있고, 바로 이 머튼의 케노시스가 머튼으로 하여
금 비폭력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평가한다.7)
머튼은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기 보름 전에(1941년 11월 24일) 자신의 삶에
서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묵상을 일기에 기록한다. 그는 자신이 교수로
있는 보나벤투라대학교는 경이로울 만큼 고요하고 조용하며 평화로워서 단순한 평화
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다. 성 보나벤투라대학에는 이
와 같은 자연적인 행복과 평온한 삶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러나 머튼은 그곳에 자신을
위한 평화는 없으며, 그곳이 자신이 있을 곳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곳의 평
화는 가난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머튼에게 있어서 그것은 단
순히 시끄러운 소음을 배제한 평화이며, 그 평화는 자신을 위한 것도, 어느 누구를 위
한 것도 아니었다. “그 평화는 위험한 환상이다.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폭력과 불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전쟁과 전쟁으로 이끄는 모든 불의다. 이것은 순전히 자연적인 만
족이다.”8) 설령 그것이 정당하게 주어진 것이라 해도 단순히 이러한 자연적인 충만감,
이기적인 고요와 걱정 없는 자유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주어진다고 머튼은 강조한
다.9)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 아무런 갈등도 없이 평화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물질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 평화를 얻을 뿐이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충분히 평화라
고 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의 평화로는 볼 수 없다. 우리의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욕과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10)
7) Henri Nouwen, Encounter with Merton, 60-61.
8) 『토마스 머튼의 시간』, 92.
9)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화와 안락을 포기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성체적 삶을 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안락을 포기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난한 이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93.
10) 위의 책,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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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머튼은 세상의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소유의 욕망과 공격성에 맞서, 가
난이 세상의 폭력에 맞서는 길이라고 이해했다. 이런 의미에서 머튼은 폭력에 맞서는
길로서 자발적인 가난의 길을 걷기 위해 수도원으로 들어가 수도승으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머튼의 수도원적인 삶은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머튼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
다주었다.
머튼은 1951년 3월 일기에 제 2차 세계 대전이 시작 될 무렵이었던 10년 전, 성
보나벤투라 대학 교수 시절에 쓴 『나치 탈출 일기』를 읽은 소감을 기록한다. 괜찮은
내용도 있었으나, 머튼은 자신의 삶 속에 숨겨져 있었던 커다란 도덕적인 괴리를 발견
한다. 머튼이 그 책 속에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숨긴다는 것을 의식도 못한 채 은밀하
게 자신을 감추고 있었지만, 사실 자신의 의도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
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또한 머튼은 세상과 전쟁에 대해 그가 지니고 있었던 관점
이 지닌 문제도 보았다. 머튼은 그 책을 쓸 때 전쟁에 대한 초자연적인 해결방법이 있
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머튼은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
었다.
잘못된 해결책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을 악으로 본 것이다. 세상을 악으
로 보았기에 마땅히 세상을 조롱하고 세상에 채찍을 가하고 세상을 저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세상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만 세상
을 저주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수도원에서 무릎을 꿇고 편태를 하고(극기하
고) 보속하는 것이 내게는 대죄가 될 것이다. 전쟁은 악이다. 그러나 전쟁에
연루된 사람들은 선하다. 내가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도망을 치고 그들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보라, 나는 다르다.’ 라고 주장하는 책을 쓴다면 자신의 구
원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11)
세상은 악하고,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르다는 사고 속에서 펼쳐지는 전쟁이나 사회
적인 행동 가운데 비록 비폭력의 수단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것은 폭력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
이다.
수도원의 고독은 머튼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비록 수도원에 들어온 것
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였지만, 그것은 머튼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무엇보다
머튼은 자신이 나와 너, 세상과 수도원이라는 이원론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
이 인류 종족의 구성원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생애 처음으로 나의 첫 의무는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이 인류
11) 『토마스 머튼의 시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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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족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첫 인간적인
행위는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가를 인정하는 것이다.”12) 머튼은
더 이상 악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빚을 진 인류 종족의 구성원
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
렀다.
수도승으로 살던 1958년 3월 1일, 머튼은 사람들의 왕래로 복잡한 루이빌 시내의
포쓰와 윌넛가의 모퉁이에서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갑자기 머튼은 자신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자신과 낯설거나 분리되어 있
지 않다는 깨달음에 압도되었다. 그 순간 머튼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
들이 자신의 사람들이며 자신 또한 그들의 것이라는 깨닫게 된다. 머튼은 그 당시의
그러한 깨달음이 분리의 꿈, 특별한 세계에서 위조된 자기 고립의 꿈, 부정과 가장된
거룩함의 세계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았다고 묘사하며, 분리된 거룩한 존재에 대한 모
든 환상이 꿈이었고 말한다. 머튼은 이 루이빌에서의 경험을 통해 환영적인 구별로부
터의 해방감에 크게 웃고 깊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남자나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경험에 대한 반추는 머튼으로 하여금 다소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그의 수도원
적인 고독이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음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머튼은 자신이 단지 혼
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덕분에 있는 것이고, 자신이 그들과 하나이며 그들은 바로
머튼 자신이기 때문에 누구도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며 경이로움을 느낀
다. 이러한 경험은 머튼으로 하여금 죄와 욕망, 자기 지식이 다다를 수 없는 곳, 그들
의 실재의 핵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각 개인의 참된 인격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
게 되었으며, 만일 우리가 오로지 이런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타인과 서
로를 매 순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곳엔 더 이상의 전쟁도, 증오도, 탐욕도 없
을 것임을 깨닫게 된다. 즉, 전쟁이나 미움, 어떤 탐욕도 나누지 못하는 인간들의 근본
적인 일치와 인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
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신비체험을 한 머튼은 1958년 11월 10일 ‘사명
선언문’13)으로 불리는 놀라운 편지를 교황 요한 23세에게 쓰면서 수도승으로서 주도
적으로 세상과 접촉을 시작하게 된다.
수도원 안에서의 삶 속에서 고독과 정화를 거치며, 일치적인 체험과 깨달음 후에
머튼은 수도승으로 남아 있으면서 그가 떠난 세상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가 돌
12) 위의 책, 148-150.
13) 이것은 머튼이 교황 요한 23세에게 축하와 함께 수도원을 떠나지 않고 수행할 수 있
는 선교, 그 시대의 지식층을 향한 선교로 부름 받고 있다는 강한 확신에 대해 쓴 편지
이다. William H. Shannon, Silent Lamp, 『고요한 등불』 (서울: 은성, 2008), 34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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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온 세상은 고독 속에서 생겨난 긍휼의 마음과 관상적인 시각으로 완전히 변화된 세
상이었다. 머튼에게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악한 것으로써 나와 구별된 객체로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분리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2. 머튼의 비폭력적인 사회 활동과 비폭력주의의 배경
1960년대에 머튼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사회적인 이슈들은 전쟁과 핵문제, 동
서냉전, 비정의 그리고 인종간의 갈등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였다.14) 1961년 토마스 머
튼은 관상가로서 세상에서의 사명을 확신하면서,『가톨릭 노동자』 10월호에서 “전쟁
의 뿌리는 두려움”이라는 글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 현안을 둘러싼 폭력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 머튼은 현 상황에서의 기독교인의 의무에 대해 논의하면
서, 교회는 “국제적이거나 국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난제들을 비폭력적으
로 해결하고 전쟁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윌리엄 샤논은 무엇이 머튼을 비폭력으로 이끌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비폭력이 그렇게 중요한 지에 대한 관념을 어디서 얻었는가를 물으며, 머튼이 그
의 시대의 로마 가톨릭 전통에서 비폭력을 발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머튼 시대의
가톨릭 윤리신학 교과서에는 비폭력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1500년 동안 가톨릭교회
의 전쟁에 대한 입장은 ‘비폭력’이 아닌 ‘정당전쟁이론’으로 정의된다는 것이다.16)
그렇다면 머튼은 비폭력을 어디서 발견하였는가? 어디서 비폭력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것이라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가? 샤논은 머튼이 모한다스 간디의
글과 삶에서 비폭력을 발견하였으며, 비폭력이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도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우리가 이 지구상에
서 의미 있는 인간 사회를 보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사티아그라하의 교훈을 배워야
만 합니다. 나는 이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
다.”17) 한 마디로 머튼의 비폭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의 수도원적인 고독과 관상
14) 당시에 미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사제나 주교 가운데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
를 높이는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 윌리엄 샤논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어떤 가
톨릭 수도승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William H. Shannon,
『고요한 등불』 , 410.
15) 『고요한 등불』, 417쪽 재인용.
16) 1960년대의 가톨릭 문헌에서 비폭력을 옹호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으며, 비
폭력에 관한 아주 간단한 언급이 현대 세계 속의 교리에 대한 바티칸 제2교서
에 나올 뿐이라고 지적한다. 윌리엄 샤논, 『토머스 머튼 생애와 작품』 (서
울: 은성, 2005). 183.
17) Thomas Merton, Witness to Freedom: Letters in Times of Crisis. Selected
and ed. by Williams H. Shannon.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9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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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성장하였으나, 머튼은 간디를 통하여 자신의 비폭력주의를
더욱 명료화하고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머튼의 간디에 대한 관심은 영국의 오캄학교에 시작되었고, 수도원에서 표면화되
어, 1956년 초 그의 독서노트에는 비폭력에 대한 간디의 이해에 관한 메모로 가득하게
되었으며, 1964년에 “간디: 온화한 혁명가”, “간디와 외눈박이 거인”을 기고하고, 마침
내 『간디선집』을 출간하기에 이른다. 머튼이 주목하였던 간디의 비폭력에 대한 사상
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간단히 줄이기 어렵지만, 대표적인 것을 뽑는 다면, “평화의 길
은 진리의 길이다.” “진실은 인간 존재의 법칙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기본적인 낙관
론. 그리고 공격과 폭력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티아그라하의 방법,18) 즉 능동적인 비폭
력 등이다.19)
그렇다면 우리는 머튼이 기독교 안에서 비폭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간디에게서
비폭력을 발견한 것인가라고 물을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간디는 나사렛 예수에게서
비폭력을 배웠다. 그리고 머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은 비폭력이 기
독교 믿음의 표면적인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는 비폭력적인 삶의 규범
적인 길을 보여준다고 이해한다.20) 머튼은 이 근본적인 진리는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
에 의하여 확실히 이해되어, 기독교 비폭력이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의식과 믿음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1)
18) 비폭력주의는 이 단어 자체가 형태상(양식상) 부정적이기 때문에 악과 불의
앞에서의 단순한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쉽게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오
해를 피하기 위해 간디는 비폭력의 능동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다른 단어,
즉 사티아그라하(satyagraha), 혹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
다. 이것은 진리 안에서 견고함과 뿌리내림을 표현한다. 악에 저항하는 비폭력
적인 방법은 폭력을 행하는 자를 진리로서 맞서는 것이다. 그리고 간디에게
진리의 힘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티아그라하
(satyagraha)의 칼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흔들리지 않을 견고함
이다."라고 이야기했다.
19) 토마스 머튼, 『머튼의 평화론』, (경북 칠곡: 분도출판사, 2006); Thomas
Merton, Passion for Peace: The Social Essays, edited by William H.
Shannon (New York: Crossroad Press, 1995); Edited, with an introduction,
by Thomas Merton. Gandhi on Non-Violence: A Selection from the
Writings of Mahatma Gandhi (New York: New Directions, 1965); Thomas
Merton, Seeds of Destruction (New York: Farrar, Straux and Giroux,
1964); The Nonviolent Alternative. Revised edition of Thomas Merton on
Peace (New York: Farrar, Straux and Giroux, 1980).
20)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됨으로 인하여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며,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구세주를 흉내 내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은 열두 군단 이상이나 되는 천사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는 대
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를 처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는 사람이다.” (Breakthrough to Peac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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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릭 오코넬은 머튼이 기독교 전통에서 비폭력의 영감과 조명을 어디에서 찾았
는지를 추적하여 열거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22) 초기 교회의 확고한 증언, 알렉산
드리아의 클레멘트와 순교자 저스틴, 오리겐과 고백자 막시무스의 비폭력에 대한 증
언, 그리고 아시시의 프란시스의 깊고 단순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23) 머튼은
에라스무스의 기독교적 인본주의도 주목하였는데, 에라스무스는 사람은 자신이 그 악
을 짊어짐으로써 그 악을 극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지혜라고 주장한
다.24) 머튼은 또한 나치에 의하여 순교당한 오스트리아의 양심적인 저항가 프란츠 야
게르 스테테르가 보여준 헌신의 깊이와 비전의 투명함, 그리고 그의 친구 도로시 데이
의 매우 중대한 기독교적 사회활동을 주목한다.25)
머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서의 비폭력적 전통을 이어받아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관련하여 비폭력을 위치시킨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는 근본적
으로 종말론적이다.”26) 보다 상술하자면, 현재의 순간을 과거에 이루어진-그리스도의
삶의 구속적인 사건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관하여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
서 구속의 드라마의 완성인 미래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머튼은 기독
교의 종말론적인 차원은 역사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 현존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 비폭력은 만약 우선적으로 왕국이 이루어졌고 진리의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
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는 복음서의 메시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27)
머튼의 사티아그라하의 길은 전쟁, 핵전쟁 그리고 인종차별 등으로 평화가 위협
을 받고, 무서운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폭력에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
(counterviolence)이 아니며, 불의와 폭력에 눈을 감아버리는 무저항(passivity)도 아니
다. 머튼은 악에 저항함에 있어 비폭력은 폭력만큼 능동적이며, 오히려 보다 더 창조
적이고, 결국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길이라고 여겼다. 그것은 이상을 실현
하기 위하여 적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의 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28) 비폭력은 폭력처럼
21) Thomas Merton, Faith and Violence: Christian Teaching and Christian
Practice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68), 17-18.
22) Patrick F. O’Connel, “nonviolence,”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New York: Maryknoll, 2002), 331.
23) Seeds of Destruction, 182-183.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331쪽
재인용.
24) Gandhi on Non-Violence, 15.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331쪽 재인용.
25) Thomas Merton, Passion for Peace: The Social Essays, edited by William
H. Shannon (New York: Crossroad Press, 1995), 91. The Thomas Merton
Encyclopedia. 331쪽 재인용.
26) Seeds of Destruction, 129.
27) Faith and Violenc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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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이기고 굴욕감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 오히려 비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과의 근본적인 일치를 인정하는 비폭력주의자의 내적 일치와 깊
은 영적 뿌리에서 흘러나온다. 비폭력의 길은 철저히 영적인 길이요, 진리의 길인 것
이다.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기 때문에 그 속에 악을 폐지하고 인간을 변
화 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머튼은 확신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폭력은 기도를 수반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며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운
동이 된다.29)
1961년 10월 이후 머튼은 죽는 순간까지 비록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매우 집
중적으로 사회 현안들에 대해 심각한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글을 썼다. 시와 같은 문
학의 형태로 평화에 대한 그의 관심을 표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서신을 교류하기도
하였으며,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수많은 인물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피정을 인도하기도
하였다. 폭력과 그리스도인의 사회 활동의 문제를 다루면서, 머튼은 어떤 구체적인 정
책을 제시하거나 현안들을 사회 정치적이 관점에서만 접근하려 하기보다, 수도자로서
영적이고 인간적이며 도덕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려는 관상적이고 예언자적인 역할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머튼은 전쟁과 평화뿐만이 아니라 인종
갈등, 베트남전쟁, 핵무기 사용, 과학기술, 생태문제 등 사회의 첨예한 문제에 대하여
‘관상적인 시각’을 나누어 주었다.

III. 머튼의 비폭력
1. 머튼의 비폭력주의
머튼의 비폭력의 기본적인 전제는 숨겨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
든 인간의 일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에
있다. 머튼에 따르면, “기독교 비폭력은 전제된 나누어짐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일치 위에 세워진다.” 머튼은 이런 근본적인 일치를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폭력일지라
도 그것은 파괴될 수 없는 인간의 깊은 내적 존엄성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
시에 그는 모든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어떤 악도(악을 행하는 사람도) 용서될 수 있
으며, 궁극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고 본다.30)
이와 더불어 머튼은 간디와 함께 우리 존재의 감추어진 깊은 곳에서는 우리의 천
28) Thomas Merton, Passion for Peace: The Social Essays, 254.
29) 위의 책, 257-258.
30) Faith and Violenc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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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미움보다는 사랑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비폭력적이라
고 믿었다. 머튼은 이것을 교부들의 원죄 교리에 연결시키는데 원죄교리 역시 인간을
본디부터 악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악이 비인간적이며, 무질서
요, 죄라고 가르친다고 본다.31) 이런 맥락에서 머튼은 폭력 세계의 암흑 속에도 약간
의 진실은 있다는 간디의 말에 동의한다. 머튼의 비폭력주의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선
천적인 존엄성, 인간의 선함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내적인 일치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머튼에게 있어서 비폭력의 실천은 깊은 영적인 뿌리
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선함과 일치를 경험할 때 진정한 비폭력적인
행동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머튼은 “정치 행위는 일종의 영적
행위, 곧 영적 책임의 표현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말한다.32)
반면에 폭력적인 시각에서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는데, 자신
은 선하며 상대방은 악하다고 간주하며,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 악(상대방)은 용서할 수도 없고, 선으로 악을 극복될 수도 없기 때문에, 궁
극적으로 악은 멸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인간 이해에서는 폭력이 정당화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머튼의 비폭력은 선과 진리의 온전함과 충만함을 이쪽이나
저쪽, 어느 한쪽만이 전적으로 소유한다는 전제를 거부한다. 머튼에 따르면, 평화를 만
드는 사람의 성공의 척도는 반대자의 반응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근본적인 진
리, 즉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진리를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충실함에서 발견되어진
다. 그래서 머튼은 말한다. “비폭력의 실천 안에서 우리의 신실성의 시험은 이것이다.
우리는 반대자로부터 어떤 것을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가? … 그 안에서 어떤 선함을
기꺼이 보고자 함과 그의 생각의 일부를 하는 것은 (비록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것
이 약함처럼 보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힘과 실제적으로 신실함과 진리의 능력을 준
다.”33)
비폭력의 근본적인 정신은 진리에 대한 헌신이다. 머튼에게 있어서, 비폭력은 간
디에게서처럼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진리를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당장의 정치적인
결과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중요한 진리의 나타남을 목표로 한다. 내
가 위하여 싸우고 있는 진리가 참된 진리가 아니라, 궁극적 실재에 기초하고 있는 진
리가 참된 진리이다. 그래서 머튼은 나의 생각이나 내 편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승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의 승리를 위해 단순히 비폭력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
다. 비폭력은 힘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머튼은 비폭력은 효능성의 언
31) Thomas Merton, 『토마스 머튼의 단상: 통회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 (서
울: 바오로딸, 2013), 162-163.
32) 위의 책, 157.
33) Faith and Violence,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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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언어라고 말한다.34) 그것은 어느 한쪽이 아닌 모두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머튼에게 있어서 그것은 압제자와 억압자, 백인과 흑인 모두
의 구원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머튼은 그것은 우리가 극복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그가 이기게 할 것이다, 그가 이
길 것이다.”라는 신앙의 진리를 믿고 붙잡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머튼에게 있어서
는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결과를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이것은
머튼이 결과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 비
록 어떤 이는 그것을 보지 못 할지 몰라도- 진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진리와 확신에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35)
머튼에게 있어서 비폭력적인 태도와 행동은 악에 저항함에 있어 폭력만큼 능동적
이다.36) 실제로 비폭력은 보다 창조적이고, 결국엔 보다 더 효과적이다. 폭력은 상대
방을 부수고, 상대방을 넘어 승리를 성취하려는 노력으로 물리적 수단을 사용한다. 반
면에 비폭력은 상대를 이기기 위하여 도덕적 설득과 영적인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상
대를 더 이상 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것은 비폭력적인 사람은 결코 적에게 굴욕감
을 주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에 그 의도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상
호 이해와 우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비폭력적인 사람은 억압받는 자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해방을 추
구한다. 왜냐하면 참된 진리에 기초하여 행동하는 비폭력의 사람은 압제자와 압제당하
는 자가 하나라는 의식의 수준인 관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악은 폐지될 수 있으며 인간은 변화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즉, 그들이
호소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튼의
표현에 따르면 “실질적인 해방은 스스로가 변화될 수 없도록 하는 저주를 내포한 폭
력적인 과정의 압제적인 힘으로부터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를 동시에 해방시키는
34) Thomas Merton, The Literary Essays of Thomas Merton, edited by
Patrick Hart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80), 28.
35) Seeds of Destruction, 234. 1966년 『가톨릭 노동자』(Catholic Worker)와
관련된 젊은 평화주의자 제임스 포레스트는 토마스 머튼에게 편지를 썼다. 그
는 쓸쓸하고 우울했다. 평화의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머튼은
그에게 그의 절망적인 느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해주었다. 이것이 그에게
해준 충고이다. “결과에 대한 희망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떤 일을
선택해서 그 일을 행할 때,… 당신은 그 일이 무가치한 것이며 아무런 결과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어쩌면 당신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
를 빚어내는 사실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결과가 아닌 그 일
자체의 가치, 정의, 진리에 점점 더 집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상을 위한
투쟁은 점점 줄어들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투쟁이 점차 늘어가게 될 것입니
다. … 결국에는… 이것이 모든 것을 구원하는 인간관계의 실재입니다.”
36) 『고요한 등불』, 47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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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37) 그래서 압제자가 반대자의 인간성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인간성을 거부하는
반면에 진정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기를 거부하면서 공통된 인간성
을 긍정한다.
그러므로 머튼에 따르면, 비폭력을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
에 현존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그 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와 그
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험함으로 어떤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어떤 악일지라
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노르위치의 줄리안처럼 악의
현실조차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타인의 죄를 그들을
미워하는 구실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사랑의 동기로 삼아 미움과 갈등도 극복하
게 된다. 나아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
서 싸울 용기를 갖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내 안에서 그리고 나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체험하는 관상으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체험은 그 사랑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
적인 비폭력적 사랑의 삶으로 나타난다.38) 이것은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의 예가 증언
하듯이 결코 감상적이거나 무비판적인 호의가 아니다. 그것은 자기이익이나 “당의 노
선”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 헌신하는 것이다. 비폭력은 비정의와 비진리에
저항하는 것이다. 머튼은 말하길 “비폭력은 상대를 구원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사랑
의 수단이지 그를 혹평하고 굴욕을 주고 패배시키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다.”39)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웃들뿐 아니라 적과 그를 체포한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고 요청하셨을 때 말한 바로 그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이면에 있는 것을 통찰할 수
있는 깊은 이해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당할 수 있는 대속적인 선
한 의지를 수반한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의 필요, 특별히 인간답게 될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비폭력은 악한 사람을 선한 개
념으로의 회심/전환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 인격으로서의
사람, 그리고 인간 가족으로서의 사람들을 치유하고 화해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40)
머튼의 비폭력주의에 대한 비전은 인간의 근본적인 일치를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적과의 개방과 대화를 추구한다. 대화의 목표는 진리의 공유이다. 그것은 내가 가진
진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고 나에게는 없지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공
유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비폭력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을 이용하려는 시도
대신, 그와 함께 인간의 공동선을 성취하기 위하여 대화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한다. 비
37) Gandhi on Non-Violence, 14.
38) Seeds of Destruction, 234.
39) 토마스 머튼, 『토마스 머튼의 단상: 통회하는 한 방관자의 생각』, 164.
40) Faith and Violenc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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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41) 그러므로 비폭력은 사람을 그룹으로 나누
어, 특정 그룹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선호하거나 그들의 생각을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양쪽에 진리가 있으며, 또한 잘못도 있음을 인정하면서, 적개심, 분노, 공격성 없이 타
인 속에 있는 선함과 우리 자신을 조율하려는 도전과 수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비폭
력적인 존재가 되기로 선택한 사람은 폭력을 벌하지 않으며, 폭력을 참아내기 위하여
어떤 종류로도 복수하지 않고,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받을 준비가 되
어있어야 한다.
머튼에 따르면, 간디에게 있어서 비폭력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며, 폭력에 맞서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비폭력은 기도를 수반하고 하나님
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다. “폭력과 비폭력의 주요한 차이는, 폭력은
전적으로 자체의 계산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비폭력은 하나님과 그 분의 말씀에 온전
히 기댄다.”42) 머튼에 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인 조치가 무
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가 '기쁜 소식'의 핵심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초대교
회가 정신적 무기만으로 로마제국 전체를 정복하지 않았던가?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칼'에 대한 믿음을 잃었단 말인가? 우리가 어쩌면 성령의 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
를 망각한 것은 아닐까?... 영적 무기를 마치 어떠한 효험도 없는 것처럼 뒤로 밀쳐 버
리고, 진짜 무기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인 양(그것도 더 크면 클수
록 좋다는 식으로) 여기는 태도는 전적으로 비그리스도인의 자세다.”43)
2. 비폭력을 이루는 길: 비폭력의 삶을 위하여 어떻게 영성훈련을 실천할 것인가?
비폭력적인 삶과 행동을 위한 영성훈련을 실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아마 가장
중요한 원리는 첫째, 먼저 자신 안에 어떻게 영적 일치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련과 침묵에 의하여 우리 자신의 내적 분열을 극복하고 치유하며, 내적, 영적, 개인
적인 자유를 획득해야 비폭력적인 행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머
튼은 가끔 평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종종 나타나지만,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확
신하기 때문에 감지되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숨겨진 무력성을 제거할 필요성에 대하
여 경고한다. 즉, 우리 자신의 나쁜 의지와 억압자에 대한 적대감, 억압자를 해치고 미
워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때에만 우리의 활동이 본래적인 일치를 반
영하고, 그것을 촉진시키며 우리의 행동이 진정으로 비폭력적이 될 수 있다.
41) Passion for Peace: The Social Essays, 254.
42) 위의 책, 257-258.
43) 『머튼의 평화론』, "동과 서를 넘어서", 18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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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측면에서 진정한 비폭력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영성훈련을 통해 의식의
변화 또는 자기-초월을 확실히 이루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도널드 캡스는 몰트만이나
메쯔와 같은 유럽의 희망의 신학자들은 정치신학을 전개하면서 자기(self)의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씨름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44) 실제적으로 발제자가 볼 때 머튼이나
몰트만은 다 변화의 신학자(theologian of change)들인 것은 분명하다. 몰트만은 정치
신학을 통해서, 그리고 수도승 머튼은 사회비평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그들의 접근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몰트만은 인간
소외의 문제가 구체적인 역사적 행위나 사건 속에서 역사하는 변화의 능력을 통해서
만 극복되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이 실제적으로 극복되는 눈에 보이는 사인
을 찾았다.45) 그에게 있어서는 구조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기 때
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고 구하는 신학방법론과 훈련과 실천이 중요했다.
반면에 머튼은 만약 인간의 의식이 왜곡되어져 있다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해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신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면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
갈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머튼에게 있어서 문제를 푸는 해결책을 찾는 것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다르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거짓 자기
를 벗어버리고 참 자기가 깨어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형태의 영적 훈련을 실천하든지, 그것이 자기 또는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두 번째 원리는 영성 훈련을 통하여 관상적인 경험과 관상적인 비전의 은총을 받
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관상적인 경험이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
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세상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며, 관상적인 비전이란 하
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세상, 특별히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치적인 시각으로 바라
보는 것, 즉 영적인 시각이요 비전이라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아빌라의 데레사의『영
혼의 성』6궁방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있
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상적인 비전이란 더 나아
가서 우리의 현실을 정치, 경제, 사회적이며 객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
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의 영적인 뿌리까지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라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복잡한 문제 속에, 그리고 그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문제 한복판에 있는 우리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온갖 탐욕,
이기심, 거짓, 미움,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숨은 동기와 공격성들이 다 벗겨
44) Donal Capps, Agents of Hope: A Pastoral Psychology (Minneapolis: Fortress,
1995), 6.
45) Walter Holden Capps, Hope Against Hope: Moltmann to Merton in One
Theological Decade (Philadelphia: Fortress, 197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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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드러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폭력적인 삶과 행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자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비폭력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영적 훈련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구체적인 영성훈련을 제시함에 있
어서 머튼의 비폭력적인 삶을 위해 중요하게 작용했던 두 가지 영적훈련을 제안하고
자 한다. 첫째는 고독과 침묵을 실천하는 것이다. 비폭력적인 삶을 추구했던 머튼에게
있어서 고독과 침묵훈련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왜 침묵인가? 수도승 머튼에게 침묵
과 고독은 자신의 참자아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찾고, 타인과의 일치를 발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쓴다. “고독이 나의 소명임은 확실하다. 세상으로부
터의 도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있는 나의 장소이다. 왜냐하면 내가 고독을 찾는 것
은 단지 나와 역사를 파괴하는 모든 힘에서 나 자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이다.”46) 고
독의 영적의미뿐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를 깨닫기 훨씬 이전부터 머튼에게 있어서 고
독과 침묵은 절대적인 가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이었다. 머튼에 따르면,
인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은 이 땅의 모든 폭력과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러므로
비폭력의 삶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침묵은 우리의 모든 집착, 궁극적으로 집착하는 자
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해 주고, 우리의 내적, 외적 매임에서 벗어나 우리로 하여
금 자유로운 정신과 자발성을 가진 존재로서 식별하면서 반응이 아닌 응답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원적인 고독과 침묵이 머튼에게 내적 자유와 새로운 시야를 갖게
해 주었듯이, 우리 현대인들도 분주한 삶 속에서 자신이 서 있는 복잡한 삶의 자리에
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법을 배우는 고독과 침묵이 없이
는 비폭력적인 삶의 실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머튼은 말한다.
“나는 침묵과 고독을 답답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
다. 즉, 자신을 무의 상태로 만들고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는 훈련을 하
는 것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시도할 수 있는 사
람은 곧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비움의 시간
동안에는 정원을 걷는 것은 허락되지만 대화, 독서, 공식적인 기도 등은 허락되지 않
으며, 그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무르는 것입니다.”47)
실제로 침묵과 고독, 즉 이탈과 초연은 머튼으로 하여금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46) Thomas Merton, The Sign of Jonas: The Journal of Thomas Merton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1953), 257-58.
47) 머튼의 미 출판 편지, William Shannon, Silence on Fire: The Prayer of
Awareness (New York: Crossroad, 2000), 84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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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평화를 선포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
도록 도와주었다. 폴 피어슨은 머튼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예언적 목소리를 발견하였
으며, 그러한 머튼의 침묵은 성 토머스 모어의 경우처럼 당대의 권력들, 곧 교회와 국
가, 세상의 권력들을 뒤흔드는 우렁찬 고함이 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48) 머튼은 자신
의 소명을 침묵 속에서 외치는 자로 규정한다. “말이 소멸되거나 야수들의 거대한 소
음 속에서 왜곡될 위기에 빠진 때에는 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도자의 의
무가 된다.”49)
둘째는 비폭력적인 삶을 위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
도록 도움을 주는 영성훈련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든지 관상
적인 일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훈련과 안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다. 여기서 발제자는 단순히 어떤 종류의 영적훈련이 더 좋고 유익한가의 문제를 논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훈련의 전제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
루는 영적훈련을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 수 있을까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 머튼의 비폭력적인 삶을 위한 전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존엄
성, 하나님 안에서 만물과 모든 사람의 일치적인 연대임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영성훈
련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분 안에서 나와 모든 피조물, 그리고 인
류의 연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를 경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적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 훈련을 통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거나 하나님과의 사랑의 일치로 나아
간다는 말이 아니다.
윌리엄 샤논은 머튼의 관상적인 영성의 두 개의 기둥을 제시하면서, 하나는 하나
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관상기도는 이미 거기에 있는 것(우
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머튼에게서 기도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의식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샤논은 관상기도를 깨달음의 기도라고 이름 붙인다. 기도
를 통해 어떤 곳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
는 것이 중요하다.50) 이런 측면에서 머튼의 기도와 침묵은 우리 존재의 관상적인 측
48) Paul Pearson, “Silence in a World of Technobabble: Thomas Merton and the
Prophetic Role of Silence” 2016년도 머튼 연구회 정기포럼, 날짜: 2015년 11월 21일.
장소: 정동 프란시스코 홀.
49) Thomas Merton, Seeds of Destruction (New York: Farrar, Straus, Giroux, 1964): p.243.
50) 샤논은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제
안한다. 첫 번째의 기도는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살도록 도와주소서.”이다. 하
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전제됨으로 “당신의 현존 안에 있도록 도와주소서.”라
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기도이
다. 두 번째의 기도는 “나로 하여금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삶의 기쁨을 경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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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전한 관상은 없다. 아무리 깊은 관상의 체험을 했다고 하더
라도 그것은 부분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관상의 체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관상체험을 했다면, 그것은 적어도 내가 어떤 의
심도 없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현존과 그 분 안에 있는 나의 존재
와 세상, 그리고 인간의 연대를 생생하게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온전하며, 더욱 진정으로 그분의 현존과 그 분 안에서 이
루어진 근본적인 일치를 살아내는 것을 열망하며, 그것을 지향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의 복잡한 삶에서 물러남, 고독과 침묵은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
을 체험하는 거룩한 내적 공간을 제공해줄 것이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릴 때, 우리는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체험하여 알 수 있게 된다. 관상은 우리
가 완전히 비워지고(즉 모든 분리됨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동시에 완전히 충만해지는
것(존재하는 모든 것 및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의 거짓 자아가 죽고, 참 자아가 깨어나는 경험을 말한다. 참 자아를 발견하는 것
은 나의 원래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함께 어우러진 우주
적인 춤, 주님의 춤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51) 머튼이 지적하듯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본래적인 일치를 생생하게 경험할 때,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응답
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우리의 모든 활동은 더 이상 나
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활동,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활동이 될 것이다.52)

IV. 나가는 말

게 하소서.”이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존재하는 것에서 그의
현존 안에서의 삶으로 이동했는데, 두 번째 기도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는 기도의 차원이다. 즉 존재와 깨달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 머물게
됨으로써 오는 기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의 기도는 “내가
생존의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소서(참고, 시편 116편 9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서 사람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기도, 즉 하나님
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Silence on Fire: The Prayer of Awareness, 30-71. 샤논은 위에서 제
시된 첫 번째의 기도-깨달음의 기도를 매일 정한 시간에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모델을 제시한다. Silence on Fire: The Prayer of Awareness, 41-42.
51) Thomas Merton, New Seeds of Contemplation (New York: A New Directions,
1961), 290-297.
52) Silence on Fire: The Prayer of Awareness, 1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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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평화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온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비폭력적인 저항의 삶을 살았던 머튼의 질문이었으며, 오늘날 우리
모두의 공통된 질문이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온 인류가 갈망하는 진정한 평화는 세
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머튼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는 평화는 개인적인 도피나 자아 중심적 자기-완성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평화를 찾는 사람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화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기꺼이 희생하
는 자, 즉 그리스도의 가난과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53)
초기 머튼은 비록 성숙하지 못했지만, 수도원에 들어갈 때 복잡한 세상으로부터
물러남으로써 단순히 심리적인 평화를 얻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그리
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의 양식으로 절대적인 가난을 통해 세상의 불의에 대항하고, 비
폭력적인 삶을 실천하고자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물론, 그 당시 머튼은 자기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세상과 수도원이라는 예리한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초월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구원을 추구하려 했다. 그러나 수도자의 삶을 살
아가면서 머튼은 점차 세상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문제는 아름다운 세상을 왜
곡시키는 우리 자신과 구조들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과 인간들은 근본
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이러한 깨달음을 지니고 머튼은 수도승으로서 세상과 더 이
상 분리된 자가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수도원 공동체를 성령 안에서
연합된 교회, 즉 그리스도의 작은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워나감으로써 그것을 통해 평
화를 얻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자신의 소명을 살아갔다.54)
머튼이 추구한 관상적인 삶은 더 이상 삶의 현실을 무시하거나 세상에 대한 감각
을 완전히 차단한 채 평화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었다. 머튼의 삶은 이 세상 어느 곳일
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으며, 비록 절망이 있을 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현존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은총 안에 있음을 깨닫기 위해 가난과 절망 속
에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영적 여정이었다.55) 결국 머튼은 이러한 영적
여정 가운데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탱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 인류가 하나
53) Thomas Merton, "Monastic Peace," in The Monastic Journey, ed. Brother
Patrick Hart (Kansas City, MO: Sheed Andrews and McMeel, Inc., 1977), 41.
54) 위의 책, 68.
55) “A Letter on the Contemplative Life,” The Monastic Journey, 16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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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게 된다. 이러한 관상적인 일치의 경험을 통해 관상적인 비
전을 가진 머튼은 그것을 세상에 증거 하는 소망의 사도로서의 자신의 소명을 인식하
기에 이른다.56)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의 일치와 존엄성을 깨달은 머튼은 어떤 전쟁, 비정의,
불의와 폭력을 반대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여 평화로
운 해결책, 비폭력적이면서 과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치열하게 살아갔다. 그는 수
도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도승은 근본적으로 현대의 세상과 구조들에 대하
여 비평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이다.”57) 머튼은 수도승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사회에 대
하여 관상적인 비평하는 자로 인식한 것이다.
머튼에게 있어 수도승으로서 그가 경험했던 고독과 침묵은 그의 비폭력적인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그는 시대의 신호를 읽을
수 있었고, 자신의 환영뿐만 아니라 냉전과 핵전쟁, 그리고 인종 갈등 밑에 내재한 위
험한 환영들을 드러내고 벗겨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머튼은 단순한 평화주의자나 사
회비평가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해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고독의 신비를 살아가도록 부름 받은 수도승으로서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자가 되었다.

56) 위의 책, 173.
57) Thomas Merton, The Asian Journal of Thomas Merton (New York: A
New Directions, 197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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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이 강 학 박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영성)
오방식의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관한 연구”는 폭력이 만연한 현대 사회에 시
의적절한 주제이다. 아울러 비폭력 운동에 관한 통찰을 얻을 인물로 토마스 머튼을 선
택한 것 역시 적절한 연구 대상 선택이다.
먼저, 저자의 논지를 파악하기 위해 논문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첫째, 저자는 머
튼의 비폭력주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했는지를 기술한다. 머튼은 고등학교 학생 시
절 영국인들은 인도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간디에 관심을 갖게 되
었다. 대학생 시절에는 이탈리아의 에디오피아 침공에 대한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보면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했다. 머튼은 세
상의 폭력은 인간의 소유욕에서 비롯되며, 폭력에 대처하는 길은 자발적 가난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머튼에게 수도생활은 자발적 가난의 실천이었다. 아울러 진정한 평
화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사 머튼이 루이빌 시내에서 한 신비 체험은 머튼으로 하여금 나와 너,
세상과 수도원을 구분하는 이원론을 넘어서는데 도움이 되었다.
저자는 머튼의 비폭력주의가 일차적으로 간디의 영향을 받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독교 전통에서 받은 영감과 조명에 기초한 것임을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논증한
다. 아울러 머튼의 비폭력주의는 종말론적이며 능동적인 것이다.
둘째, 저자는 머튼의 비폭력주의가 담고 있는 핵심 사상을 깊이 파헤치며 개념을
명료화한다. 저자에 따르면 머튼의 비폭력[주의]의 기본적인 전제는 “숨겨진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의 일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다. 머튼은 인간의 천성이 비폭력적이라고 믿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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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선함과 일치를 경험할 때 진정한 비폭력적인 행동이 흘러
나올 수 있다”. 또한 저자에 따르면 머튼의 비폭력[주의]의 근본적인 정신은 권력이
아니라 참된 진리에 대한 헌신이다. 따라서 능동적이며 창조적이고 효과적이다. 나아
가 비폭력[운동]은 억압받는 자 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폭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현존하시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을 체험하여, 그 분 안에 있는 나의 존재와 그 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자에 따르면, 그 경험은 관상 안에서만 가능하다.
셋째, 저자는 비폭력적인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영성훈련을 소개한다. 이 영성
훈련의 첫 번째 원리는 “자신 안에 어떻게 영적 일치를 이룰 것인가”에 있다. 자신이
정의롭다고 확신하면서 억압자에 대한 적대감을 품는 것은 영적 일치에 방해가 된다.
저자에 따르면 영성훈련은 의식의 변화 또는 자기-초월에 도움이 된다. 영성훈련의
두 번째 원리는 “관상적인 경험과 관상적인 비전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관상적인 경험이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와 세상
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이며, 관상적인 비전이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세상,
특별히 사회의 모든 문제를 일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즉 영적인 시각이요 비전
이”다.
자기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비폭력[적]인 삶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
로 저자가 소개하는 영성훈련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고독과 침묵을 실천이다. 둘
째, 하나님의 사랑의 현존을 체험하는데 도움이 되는 훈련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영성
훈련들을 평가하기 보다는 영성훈련의 전제와 궁극적 목적에 초점을 맞춘다. 즉 저자
는 윌리엄 샤논의 말을 빌려서, 관상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과 내
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도록 도와주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오방식의 논문에 관한 토론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 또는 질문을 개진한다. 첫째, 머튼의 비폭력 사상의 기원을 간디에 둘 것인
가, 아니면 기독교 전통에 둘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저자는 기독교 전통에 더 무게
를 두었다. 머튼 학자들 사이에 이 주장에 대한 반론은 없었는가?
둘째, 머튼은 관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했는가? 저자는 관상, 관상적, 관상기
도라는 개념들을 논문의 여기저기에서 등장시키고 있는데, 머튼의 영성생활에 있어서
관상은 핵심 용어이다. 논문의 앞부분에서 개념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셋째, 저자는 비폭력적 삶의 실천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영성훈련을 제시했는데,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인가? 필자에게는 그 차이가 명료하지 않다. 나아가 제시된
영성훈련을 한국 교회 맥락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좋겠다.
넷째, 논문의 구조에 대한 제안이다. “들어가는 말” 후반부에서 “둘째, ... 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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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주의 개념을 명료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논문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개념 명
료화에 해당하는지 필자에게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논문의 후반부에서 영성훈련
소개 부분(2. 비폭력을 이루는 길)은 별개의 섹션으로 구분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오방식의 논문을 통해 배운바, 비폭력 정신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비폭력 정신을 획득하고 실천하기 위해 관상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하는 은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머튼
의 비폭력 사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여해주신 저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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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김 경 은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훈련)
이 논문은 토마스 머튼의 사상과 삶의 특징인 관상적. 신비적 전통과 예언자적
전통의 통합이 비폭력에 대한 그의 신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는 머튼의 영성이 관상적. 신비적으로만 치우치거나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데에만
치우지지 않고, 기도와 활동의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런 일치
와 통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오방식 교수는 머튼이 사회 문제에 대한 ‘관상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태도가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부족한 부
분인데, 이 논문은 ‘영성훈련’을 통해 관상적 태도를 키워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경험과,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은 타자를 향한 자발적인 사
랑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런 점에서 관상과 활동, 신비적 경험과
예언자적 사역의 통합과 균형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논문을 통해 볼 때 머튼은 비폭력과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공통의
인간성을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한다. 즉,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을 당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과 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들 양자에게 존재하는 공통의 인간성을 긍
정할 때 평화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공통의 인간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분리를 낳게 된다. 이는 상대방과의
비교 속에서 나와 나의 편이 우월하다는 의식으로 발전하고 결국은 다툼, 폭력, 전쟁
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현존 체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인간성을 가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확장된 인간 이해 속에서 악 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
리 안에 내재된 미움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는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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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된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내 편이 아닌 참된 진리가 승리해야
한다는 머튼의 주장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준다.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은 진리 편에 서있고 그래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진리라고 믿는다. 이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교만이고, 이 교
만이 탐욕과 다툼, 폭력과 전쟁을 낳는 것이다. 따라서 진리의 공유라는 목표를 위한
대화 추구가 비폭력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한다.
논문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을 통해 볼 때 비폭력의 목적은 평화인데, 평화의 개념이 명확하게 드
러나지 않는다. 평화는 단지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인가? 이것은 다소 소극적 의미
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다. 적극적 의미에서 평화는 전쟁과 폭력이 없는 상태를 넘어
서 조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일 것이다. 머튼에게 있어 ‘평화’의 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논문에서 머튼의 비폭력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
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악을 행한 사람도 용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에서 피해자들의 용서가 당연시 되어지는
것에 대한 피해자들의 원통함과 울부짖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회개하지 않는 가해
자들(악을 행한 자들)을 향해 용서하라는 기독교 윤리는 때로는 가혹한 강요처럼 들려
진다는 것이다. 영화 ‘밀양’의 가해자의 태도가 피해자의 분노를 가져왔던 것처럼 많은
가해자들이 회개 없이 용서와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때 피해자(악행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해자(악을 행한 사람)의 존엄이 동일할 수 있는가?
셋째, 논문은 하나님과의 연합의 경험에서 인간의 연대에 대한 의식이 나오고, 그
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경험할 때 참자아를 깨닫게 된다
고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당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심오한
경험이다. 논문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드러나지 않는 대신, 그리스도의
가난과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다. 머튼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과 그
리스도와의 일치의 경험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일치의 경험은 기도 안에서의 일치
경험이고,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경험은 가난과 고난의 삶을 따르는 것인가?
넷째, 머튼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안에 존재하는 공통의 인간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논문은 토마스 머튼에게 있어 관상과 활동이, 신비적 경험과 예언자적 사역이
분리되지 않았고 관상적 시각, 관상적 태도 속에서 일치되었음을 강조했다. 한국교회
가 예언자적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좋은 논문을 써주신 오방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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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한 연구”에 대한 논찬
윤 성 민 박사

(한신대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강사 / 실천신학)
본 논문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인류가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
지만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토마스 머튼의 영성을 통해
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특히 이 문제에 민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조국 교수의 지적처럼 한국사회는 아직도 약자에 대한 폭력성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
이다. 본인이 사회에서 갑이라고 생각되면 일상적인 대화에서마저도 약자에 대한 민감
성과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그는 한국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다. “힘 있는 자
는 힘 없는 자를, 가진 자를 못 가진 자를, 배운 자는 못 배운 자를, 자본가는 노동자
를, 대기업은 하청기업과 동네 상인을, 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수도권은
지방을, 남성은 여성을, 한국인 전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추노하고 흡혈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아닌가.” 이런 현실에 오방식 교수의 토마스 머튼의 비폭력에 대
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014/2015년 한국갤럽 종교인구 퍼센트를 보면
기독교인은 21%이다. 기독교인만이라도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약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한국사회는 교회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한국교회의 내부를 보면 근본주의적 신학 노선과 교회성장주의 때문에 (교회의 전
체크기에 비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들을 위한 실천방안들이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비폭력에 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토마스 머튼의 생애가 잘 나타나
있다. 우선 논문을 통해서 그의 삶과 그의 신학과 영성에 자극을 주었던 사건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 토마스 머튼의 생애와 영성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귀한 본보기
가 된다. 특히 저자는 그의 평화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 준다. “눈에 보이는 단순한
평화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리고
- 77 -

모욕과 희생의 십자를 질 때 그분에게서 오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토마스 머튼은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운동에서 큰 영향력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한 본 논문에서는 이와 더불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토마
스 머튼에게 폭력에 대한 저항의 첫 발걸음은 내면의 세계와 영성을 깊이 하는 일이
다. 저자는 정치신학과 머튼의 영성훈련을 소개하면서 억압적인 현실을 바라볼 수 있
지만 왜곡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독재에 항거
하던 목회자가 교회현장에서 오히려 독재적인 리더쉽을 발휘하는 모습에서 많이 지적
되었던 점이다. 저자는 머튼의 삶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푸는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일은 자신을 이해하고, 거짓된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신을 만나
고 변화 받는 일이라고 강조한다. 토마스 머튼 또한 “악한 세상을 바꾸기 이전에 세상
의 빚을 진 인류의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
였다. 토마스 머튼의 폭력에 대한 저항의 두 번째 발걸음은 폭력에 대해서 폭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찰스 캠벌이 말하는 저항의 한 방편이기도 하다. 저자는 토마스 머튼
이 ‘관상적 시각’에서 전쟁, 인종갈등, 베트남전쟁, 핵무기 사용, 과학기술, 생태문제 그
리고 평화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강조한다. 토마스 머튼의 이런 영성적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실천적 모습을 보여준다. 어사 박문수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녔던 이유는 사
건을 아무런 이해 관계 없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
다. 목회자가 관상적 시각을 잃어버리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토마
스 머튼은 고통과 불의, 오류와 허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무관심을 비난하면서 그리
스도인은 행동으로 진리를 발언하며 평화를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리스도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내적 쇄신이라고 강조한다.
본 논문의 저자는 비폭력 저항의 힘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머튼은 악에 저
항함에서 비폭력은 폭력만큼 능동적이며, 오히려 더욱더 창조적이고, 결국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길이라고 여겼다. 그것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을 이용하
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동의 선을 위하여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
인 방안을 모색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폭력 운동과 연대의 힘을 다시금 일
깨워준다. 본 논문에서는 또한 머튼의 비폭력주의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머튼은 “간디와 함께 우리 존재의 감추어진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폭력적이라기보다
는 비폭력적이라는 것을 믿었으며, 미움보다는 사랑이 천성에 더 가깝다”고 말한다.
머튼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본래 선하고 선천적인 존
엄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머튼의 인간 이해에 의하면 억압하는 자 또한 사람이기에 변
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비폭력적인 사람은 억압받는 자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의 해방을 추구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또한 저자는 그의 비폭력
의 정신은 진리에 대한 헌신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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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방식 교수는 윌리엄 샤논을 인용하면서 관상기도의 중요한 측면을 강조한
다. “머튼에게서 기도의 역할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래서 실제로 그러한 의식
적인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 어떤 곳에 도달하려고 하기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머튼의
기도와 침묵은 우리 존재의 관상적인 측면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인 것이다.” 어거스틴
도 예수님을 먼 곳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라고 말하였다. 관상기도를 통해
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치료를
받는다. 저자는 본 논문을 통해서 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정치신학자인 몰트만과 토마스 머튼을 비교하였다. 저자의 지적 또
한 맞는 면이 있다. 그런데 논찬자는 칼 바르트가 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서두름과
기다림’의 연속성에서 정치신학과 머튼의 신학을 이해하고 싶다. 몰트만의 저서 「희
망의 신학」은 엄밀히 말하자면 ‘희망에 대한 묵상’이다. 정치신학이라고 해서 내재적
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없는 것이 아니다.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계기는 신학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그의 처음 동기는) 성서 구절을 묵상했
기 때문이다. 그는 에른스트 블르호, 오토 베버, 한스 요아힘 이반트 등과 같은 신학자
들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의 잔혹함과 포로 생활을 통해서 십자가 위
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부르짖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골로새서 1장 27절
“그는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성서 구절을 묵상했기에 희망의 신학이 태동할 수 있었
다. 그러므로 논찬자는 정치신학자인 몰트만과 토마스 머튼의 신학적 위치를 분리해서
보는 것보다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 오방식 교수는 실천 방법에서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 즉, 관상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는 일뿐만 아
니라, 그 안에 있는 인간 세계와 그 내면까지 통찰하는 시각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고독과 침묵으로의 물러남
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을 실제로 체험하는 일이다. 그런데 논찬자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 논문의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이루어가는 기
독교적 사회활동을 모색하고 폭력적인 삶의 한복판에서 비폭력적인 사회활동을 어떻
게 이루갈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다’는 실천방안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결론부에서 저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존재의 일치와 존엄성을 깨달은 머튼
은 어떤 전쟁, 비정의, 불의와 폭력을 반대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목회자와 평신도
들이 이와 같은 깨달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변화 받을 수 있는 구체
적인 훈련방법은 무엇인가? 논찬자는 이 점이 궁금하다. 그리고 저자는 관상적인 시각
을 얻기 위해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관상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고독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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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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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발표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1)
최 현 종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종교사회학)

I.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는 다종교사회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회 가운데 하나이다. 2005
년 센서스 결과에 의하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 53.3%, 갖지 않은 사람이 46.7%로 비슷
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종교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불교를 비롯한 전통 종교의
비율이 23.9%, 기독교가 개신교와 가톨릭을 합쳐서 29.3%의 비율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 또한 국장과 같은 국가 의식의 종교 의례에는 불교 승려, 가톨릭 신부, 개신
교 목사가 함께 참여하며, 군의 군종 장교도 다양한 종교적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
한 다종교 사회의 상황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문화에 다양성을 제공하여, 새로운
창조적 문화를 창조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에 현저한 장해 요
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사례는 최근 ‘공직자 종교 차별’에 관한 일련
의 법규 및 제도화 과정에서 불거진 바 있으며, 특히 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불교와
보수적 개신교의 대립은 현재 ‘종교평화법’3)과 소위 ‘종자연’ 사태4)로 이어져 왔다.
1) 본 논문은 필자의 “다종교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 『종교와 문
화』 26(2014), “선거의 독립변수로서의 종교적 요인,” 『종교와 문화』 24(2013), “종교
와 법률 제도: 공직자 종교차별 관련법을 중심으로,” 『성결교회와 신학』 26(2011) 등
을 수정, 편집한 것이다.
2) 최현종,『한국 종교인구변동에 관한 연구』(부천: 서울신학대학교출판부, 2011), 19.
3) ‘종교평화법’은 2011년 1월 조계종 화쟁위원회에 의해 ‘열린 신앙관’과 타종교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통한 종교적 갈등의 해결을 기치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화쟁위는 불교계 자체의 종교평화 선언과 함께, 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에도 평
화선언의 정신에 맞는 ‘종교평화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전면에 내세운
‘종교 평화’의 이면에는 “개신교의 공격적 선교행위”를 막고, “상대 종교를 교리적으로
비방하거나 성물을 손괴하거나 신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형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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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에 보장된 종교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 조항은 헌법 제 20조에 나타난다.
헌법 제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 헌법 조항과 충돌하
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헌법 제 37조 2항: "국민의 모든 자유
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특히 내면적 자유에 해당하는 신앙의 자유와
달리,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사회 공동체의 질서, 타
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규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5) 하지
만 이러한 해석은 군사독재 시절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종교 지도자들을 탄압하는
데 중요한 구실로서 이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에 있어 이러한 헌법상의 종교의 자
유 조항은 같은 20조 2항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조항과 11조 1항의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가 ‘공직자 종교 차별’ 금지에 관한 일련의 법규, 규정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사례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의
‘공직자 종교 차별’ 금지에 관한 법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다종교 상황이 빚어낼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의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 사회에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의 제도화
책임을 묻자”는 목적을 담고 있어서(2011.12.3. 불교신문 칼럼) 개신교 측의 반발을 사
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현재 법 체계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교차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며, “만약 정치권에서 (입법)한
다면 몰라도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법 계획은 없다”며 법
제정 계획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http://www.btnnews.tv/news/view.asp?idx=18520&
msection=4&ssection=14, 2012.10.30 검색).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종교평화법’
제정 문제는 재작년 대선 국면을 맞이하면서 다시 종교계를 중심으로 선거의 이슈로
대두된 바 있다.
4) 소위 ‘종자연’ 사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학교내 종교차별 사태를 조사
하던 ‘종교자유정책연구원(약칭 종자연)’이 불교계의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지자,
개신교 측이 특정 종교의 지원을 받은 단체가 종교차별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
고 항의하면서 불거졌다.
5) 문화체육관광부,「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2009), 37.
이러한 해석은 내면적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나, 외면적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
적인 것은 아니어서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는 미국의 판례 원칙의 영향으로 볼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는 앞의 책, 7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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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종교차별’ 금지 조항은 건국헌법에서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건국헌법 8
조). 다만 현재의 헌법상의 ‘종교’라는 용어가 건국헌법 당시에는 ‘신앙’으로 다르게 표
현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종교 차별 금지’가 별도의 규정으로 명문
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 편향 시비와 연관된다. 특히 2008년 불교계가 ① 대통
령이 청와대에서 예배드리는 문제, ② 국토부, 교육부의 교통 정보 시스템에 중요 사
찰의 지명이 누락 된 건, ③ 어청수 당시 경찰청장의 민족 복음화 발언 및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트렁크 검문의 건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사과 및 어청수
청장의 사퇴와 종교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면서 이슈화되었다. 이러한 불교계의
요구에 대해 2008년 8월 2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종교편
향 논란과 관련하여 법·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2008년 9월 9일 국
무회의에서도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시·감독”할
것을 얘기하였다.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주로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종교차별금지 조항 및 이
에 대한 처벌 규정을 넣는 방향으로 입법화가 시도되었다. 2008년 8월 14일에는 강창
일 의원 등 11인이 ‘종교차별금지’와 이의 위반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더하여 법안을 발의하였고, 9월 4일에는 나
경원 의원등 171인이 위의 내용에 차별행위의 기준과 유형을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
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첨가하여 발의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종교차별 문제를 실제적으로 제기한 불교계에서도 국가공무원법에 대
한 자체 개정안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종교 차별 행위를 ‘특정
종교를 권유한다거나, 종교를 이유로 차별적인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고,
‘특정 종교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첨가하였다.6) 또한,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도 상술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최종적으로 2009년 2월 6일에 공무원의 종교중립의 의무가 국가
공무원법 59조의 2로 삽입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7) 하지만 종교차별의 문제는 공
무원의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직무 수행상의 도덕적 의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오히려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경우 문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에
대한 강제적 처벌 규정은 최종적 입법 과정에서 누락되었다. 정부 용역에 의한 “종교
차별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 연구의 건의에 따르면, 이러한 처벌 규
6) 국가공무원법의 상세한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
를 위한 법제도․정책 기초 연구」, (2008), 202-08 참조.
7)「국가공무원법」제 59조의 2 “(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속 상관이 제1항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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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처벌이라는 제재수단의 활용이 실효적인지에도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징계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무엇보다 개인 자신의 확신과 신조에 해당하는 신앙의 문제와 관
련하여 공무원 개인의 경우에도 종교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부분과 정교분
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형벌로 다스리기보다 합리적인 설득과 사례(판례)의 집적
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처벌 규정을 둠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시
중립의무의 준수를 핑계로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8)
위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앞서 2008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훈령 44호로 ‘공
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공표되었고, 이는 2008년 10월 27일 문화체
육관광부훈령 47호로 개정되었다. 또한 2008년 9월 18일에는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
조항이 복무규정 4조 2항에 삽입되었고,9) 2008년 11월 5일에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에도 ‘지연 · 혈연 · 학연 ·종교’에 따른 특혜의 배제가 삽입되었다.10)
공직자의 종교 차별 문제는 공무원뿐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사의 행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공직자의 범위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외에 일반 사립학교의 교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 52조
및 55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준하여 설명하고 있
다. 즉, 실제로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교사들도 현재로서는 위의 공직자
의 종교차별 금지 관련 규정의 저촉을 받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
터에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신고 사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교에서의 종교차별 사례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1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에 의하면, 종교
차별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종교를 상대적으로 우대하거나 홀대하는
것”을 말한다.12) 그리고 종교차별 관련 행위기준을 공직인사 관련 유형, 정책결정 및
행정집행 관련 유형, 공직자의 종교 편향적 언행, 제도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이중 제도 교육에서의 종교 편향적 교육에는 ‘종교계 학
교에서의 특정 종교에 대한 교양수준 이상의 강제교육’, ‘수업시간 내 교사 등에 의한
특정 종교 편향적 발언’, ‘종교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정 신앙이나 종교 활동을 강
요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13) 다만 교양과목으로서의 종교교육은 가능하게 되어 있다.
8) 문화체육관광부, 앞의 책, (2008), 235.
9)「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 4 조 2항 “공무원은 직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무조례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10)「공무원행동강령」제 6 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 혈연․ 학연․ 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11) 2011. 9. 26.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의 대화.
12) 문화체육관광부,「공직자 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200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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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은 공직자 종교차별 문제는 “영역별, 상황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등에 근거하되 사실 확인을 거쳐 종교계, 법조계, 학계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종교차별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해당기관에 자문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 그리고 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조치 결과를
신고인 및 문화체육관광부 측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처럼 자
문 결과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15)
문화체육관광부는 위와 같은 제도화와 함께 2009년 12월에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교육 교재를 발간하여, 종교차별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교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종교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16)
1) 종교기관, 시설에서의 문화, 복지 프로그램의 지원: 세속적 목적의 해당 종교의
진흥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헌은 아니라고 본다.
2) 군종제도: 군종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합헌이며, 모든 종교에 대해 군종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종교차별로 보지 않고 있다. 군종장교의 경우 종교교리에 대한
강론은 할 수 있으나, 종교의식을 강제할 수는 없다.
3) 종교적 기념일의 공휴일 제도: 종교적 기념일의 연원은 종교에 있으나, 현재에
는 종교적 색채가 완화되어 문화적 배경 하에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휴일 제도의 폐지
는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4) 공휴일 시험 제도: 일요일을 종교적 기념일로 볼 수 없다. 이는 다수 국민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으로 해석한다.17)
5) 문화유산의 지원: 종교적 상징성이 있는 경우에도 문화적, 예술적 성격이 인정
되는 경우의 지원은 정교분리 위반은 아니다. 이에는 화폐도안도 포함된다.
6) 공공기관의 종교적 장식 및 지원: 종교적 상징물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관례가 된 경우(크리스마스 트리나 연등같은 경우)에는 인정된다.
7) 공직자 개인의 신앙: 직장 외의 종교 행사라 하더라도 게시판 등에 단순히 고
지하는 것은 가능하며, 직장 동료들에게 개인적으로 전도 책자를 전달하거나 종교를
권유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그러나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특정 종교의식에 참여했
는지 점검하는 것은 하급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3) 위의 책, 6.
14) 위의 책, 7.
15) 2011. 9. 26.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와의 대화.
16) 아래의 사례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 (2009),
18-25;「공직자 종교차별 예방교육 매뉴얼 및 교재 개발 연구」, (2009), 81-105 참조.
17) 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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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가 해당 공무원의 종교적 교리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배치전환을 해
주어야 하며, 특정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사용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공직자의 종교차별 금지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교육의 영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차별 예방교육 교재에도 ‘종립학교의 종
교 전파의 자유’와 ‘학부모의 종교교육을 시킬 자유’를 언급하며, 교육영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추첨에 의한 강제 배정 방식에 따른 학생의 종교의
자유 보장 문제도 똑같이 지적하고 있다. 다만 종교 내용의 수업 또는 훈화도 교육의
목적, 내용,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 수준이라면 가능하고, 학예회 때의
산타클로스 복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 제작 정도는 인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학생이
종교적 이유로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III. 다종교사회 갈등에 대한 국가적 관점에서의 접근: 볼랍-자르
(M. Wohlrab-Sahr)와 부르하르트(M. Burchardt)의 국가별 유형 모
델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문제는 국가에 의해 다루어지며, 이러한 국가
의 종교에 대한 관계는 미국과 프랑스와 같이 국가와 교회/종교를 엄격히 분리하는
엄격분리형(미국, 프랑스의 경우), 국교는 인정하지 않지만, 특정교회에 공법인이 될
지위를 인정하여 정교조약을 체결하는 정교동격형(독일의 경우), 공식적인 국교를 인
정하는 국교승인형(영국의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18) 이러한 구분은 마틴(D.
Martin)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는 정치와 종교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
는 가톨릭/라틴 모델과, 양자가 어느 정도 분리된 형태를 띤 개신교 모델로 구분하며,
후자의 형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정치와 종교가 관련성을 갖고 있는 북유럽 모델
(개신교 모형 A)이나, 영국 모델(개신교 모형 B1)을 정치와 종교가 더욱 분명하게 분
리된 미국 모델(개신교 모형 B2)과 구분한다.19) 이원규는 국가의 종교정책 유형을 그
국가 내에서 특정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단일 종교 국가(대부분의 이슬람 국
가들), 다종교 국가(대부분의 국가가 여기에 속함), 우세 종교 국가(필리핀, 인도네시아
18) 한국법제연구원, 『공직자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정책 기초 연구』 (2008), 103-4.
19) David Martin, Tongues of Fire: The Explosion of Protestantism in Latin America,
(Oxford: Blackwell Publishers, 1990),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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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사회주의 국가(베트남, 쿠바 등)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기도 한다.20)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제시된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국가별 유형 모델을 중
심으로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 유형을 개괄하고, 이러한 각 유형의 대표적 국가의 특
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21) 그리고 부가적으로, 최근 불교계에서 제
시되었던 종교평화법과 관련, 유사한 사례가 있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를 보
충하여 살펴 볼 것이다.22)
1.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국가별 유형 모델 개요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는 세계 여러 나라의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1) 개인의 자
유를 중요시하는가? 혹은, 지배적 사회 단위(국가) 체제를 중요시하는가? 2) 종교적
다양성과 이로 인한 갈등(의 잠재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사회적 통합을 중요시
하는가? 발전을 중요시하는가? 4) 각 제도적 영역의 독립된 발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의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념형적으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나아가 ‘세속
성’(secularity)의 발전과 이로 인한 국가-종교 간의 문제 발생이 모든 사회에 보편적
인 것은 아님을 밝히며, 이러한 경우들을 1) 그러한 상황의 기준에 못 미쳐서 드러나
지 않는 이슬람 세계의 경우나, 혹은 2) 국가 구성 시기의 일시적 공존 형태, 3) 엘리
트의 이데올로기로는 존재하나,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괴리를 지닌 경우, 4) 그리고
잠재적 형태로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 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실제 국
가와 종교 관계 설정에 있어, 그 형태가 1) 중심화되었는가? 탈중심화된 형태인가? 2)
이러한 분리 문제가 생활세계의 영역까지 나타나는가? 제도적인 것에만 그치는가도
중요한데, 이들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국가-종교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4가지 기
본 유형을 이념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유형은 1) 개인적
자유형으로, 이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중심된 공유 가치는 세속성
이라기 보다는 자유의 원칙으로, 사회가 서로 다름을 실행하는 자유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를 달성하리라는 믿음이 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볼랍-자르와 부르하르
트는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적 자리에서의 종교적 의복의 착용이 개인의 자유
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그 예로서 제시한다. 두 번째
유형은 2) 관용형인데, 그 대표적인 나라로는 네덜란드와 인도를 들고 있다. 이들 사
20)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해외 각국의 종교현황과 제도 연구』 (1999), 313-81.
21) Monika Wohlrab-Sahr and Marian Burchardt, “Multiple Secularities: Toward a
Cultural Sociology of Secular Modernities,” Comparative Sociology 11(2012): 875-909.
22) 불랍-자르와 부르하르트가 제시한 유형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자율형’은 상대적으로
국가적 프로그램에 덜 관심을 지니고, 전체 사회의 주도적 형태보다는 보조적인 것으
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에 본 논문의 세부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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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오히려 (종교적) 공동체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각 종교 집단에 대해 똑같은 거리를 두고, 한편으로는 소수 종교를 존중하는 형
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대처는 가톨릭-개신교-무종교(네덜란드), 혹은 힌두교-이슬람
교(인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대처라고
볼 수 있으며, 불교-개신교-가톨릭-무종교가 일정한 세력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세 번째 유형은 프랑스와 터키 등으로
대표되는 3) 통합/계몽형으로, 공화적 계약 하에 종교는 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며, 가
능한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사항을 제한하는 형태이다. 다만, 대중들 사이에
서도 이러한 종교적 제한에 대해 폭넓은 동의를 확보한 프랑스와는 달리, 터키는 엘리
트의 세속성이 대중과 괴리를 보이며, 이러한 괴리는 사회통합의 장애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공산주의 정권들도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권 붕괴 후에도 어느 정도 지속적인 효과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지막 유형은 4) 합리성/효율성/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유형인데, 이러한 유
형의 세속성은 상대적으로 국가적 프로그램에 덜 관심을 지니며, 주로 전문가 집단이
나 과학/예술의 영역에서 많이 추진된다. 따라서 기능적 영역의 독립적 발전을 위한
이러한 형태는 전체 사회의 주도적 형태 보다는 보조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 자유형: 미국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유형 중 자유형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이러한
미국의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는 수정헌법 제 1조에 근거한다. 1791년의 수정헌법 제 1
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수립하거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통 이 조항의 첫 부분을 ‘국교금지
조항 (Establishment clause)’라고, 후반부를 ‘종교의 자유행사 조항 (free exercise
clause)’이라고 부르며, 미국의 종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헌법
상의 조항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절대적 심
사기준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장 많이 인용되고, 중요한 기준으로 언급되는 것
이 ‘레몬 대 쿠르츠만(Lemon v. Kurtzman) 사건’에서 비롯된 소위 ‘레몬(Lemon) 심사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1) ‘세속적 입법목적 (secular legislative purpose)’을 가
지고 있는가, 2) 법률의 ‘주요한 효과(primary effect)’가 특정 종교를 ‘발전(advance)’
혹은 ‘제한(inhibit)’하는지, 3) ‘과도한 정부와 종교간의 연관 (excessive entanglement
between the government and religion)’은 없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종교적인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교육적이거나 심리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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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와 같은 세속적 목적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 세속적 목적은 그 자체로 동기로서
충분한 의미를 지녀야 한다.23) 하지만, 이러한 정책 혹은 규정들이 국가로부터 교회를
분리시켰지만, 공적생활로부터 종교를 분리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정교분리 이념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실제로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제도 및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여
러 종교가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기독교 우위의 전통이 최근까지 존재하였다는 점, 그
리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사회적 전통에 근거한다는 점에
서 우리와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세속주의를 포함
하여) 보다 다양한 종교적 전통이 동등하게 존재하며, 이를 어느 정도 국가적으로 조
절하는 관용형 모델이 우리나라와 보다 유사하고, 적용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3. 관용형: 네덜란드24)
관용형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는 네덜란드이다. 2012년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The Netherlands 2012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에 따르면, 네덜란드
의 종교는 로만 가톨릭 29%, 개신교 19%, 이슬람 5.7%, 기타 종교 2.3%, 그리고 무종
교 42%로, 해당하는 종교는 다르지만 분포도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분
포를 보이고 있다.25) 네덜란드의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뒤
에 살펴 볼 프랑스에 비해 엄격한 분리모델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덜란드에는 미국의
‘분리의 장벽’(wall of separation) 원칙이나, 프랑스의 헌법상에 기술된 정치 체제의
‘세속적 성격’(Laïcité) 같은 것은 없으며, 공적 영역에서 종교에 근거한 기관들에게 보
다 친화적(positive) 태도를 유지한다.26)
1980년대 이후 이슬람 이민의 도래와 함께, 종교적 이슈는 네덜란드 사회에서 중
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되는데, 새로운 형태의 민족적, 종교적 다양성과 함께 가치다원
주의는 이전보다 분명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서 나타난다. 특히 이슬람의 대두에
따른 사회통합 문제는 중요한 이슈로 나타난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종교정책에 있어서
의 ‘두고 보자’(wait-and-see)의 기조는 대화 채널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화에 적
23) 한국법제연구원, 25, 75, 113. 그러나 신앙교육이 아닌 종교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며,
사립학교에서는 신앙교육도 가능하다. 이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96-97 참조.
24) 관용형의 대표적 국가는 앞서 언급한대로 네덜란드와 인도인데, 본 논문에서는 네덜
란드의 경우만 살펴볼 것이다. 인도의 경우는 이후 다른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25) 우리나라의 경우 2005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불교 22.9%, 개신교 18.3%, 가톨릭
11.0%, 기타 1.0%, 무종교 46.7% 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최현종, 2011 참조.
26) Matthijs de Blois, “Religious Law versus secular law: The Example of the get
refusal in Dutch, English and Israel Law,” Utrecht Law Review 6(2010), 96-97.
- 89 -

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현재 네덜란드에서 종교에 대한 정부 조사는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있지만, 사적 영역을 넘어선 종교 문제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최근
다시 종교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해석하는 문
제와 관련하여서는 교회의 국가로부터의 자율성(제도적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과, 공
적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종교의 공식적 역할의 퇴출을 주장하는 2개의 입장이 존재하
는데, 전자가 전통적인 네덜란드 방식을 따라서 동등한 지위에서의 종교의 표현을 주
장한다면, 후자는 중립성을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공백을 의미하는 프랑스식의 라이
시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 모델은 앞서 언급한 대로 ‘덜 엄격한 분리’로 특징지어지는데,
이러한 예는 공공 기관 혹은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상징의 부착이나 종교적 표현을
허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시청과 같은 기관에서 십자가와 같은 종교
적 상징물을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강제성이 없는 한 시의회 모임에 앞서 기도도 가
능하다.27) 또한 1988년의 ‘공공표현법’(Public Manifestations Act)은 교회의 타종권과
이와 동등한 종교기관의 표현 방식을 보호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법
은 종교적 이유로 일요일에 일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그러나 일의 성격
에 따라(ex. 건강 관련 직종) 이러한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종교 기관은
종교적 이유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헌법 1조 해당). 종교보다 포괄적
인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 문제는 병역 거부와 같은 특정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교에 기초한 기관들을 다루는 네덜란드 방식의 좋은 본보기는 네덜란드의 교육
시스템이다. 네덜란드에서 공립학교와 사립 및 종립 학교는 ‘법률상 평등’한 지위를 부
여 받고, 이에 따라 동일하고 동등한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28) 학교는 ‘지도 방향
의 자유’를 지니며, 이에 근거해 교직원 및 학생 선발, 특정 주제의 교육 방식, 행동
및 복장 규정 등에 있어 학교의 기본 지향성, 지도 철학을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 따
라서, 종립 학교는 진화론이나 성적 지향성에 대한 규범을 어떻게 가르칠지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평등 처우법(General Equal Treatment Act)의 범위 안에서 종교에
따라 교직원 혹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능하며(즉, 종교적 이유로 특정인의 선발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29)), 학부모는 종립 학교에서 종교적 교육을 거부할 권한을 갖
27) Sophie C. van Bijsterveld, “Religion and the Secular State in the Netherlands,” in:
W. Cole Durham & J. Martinez-Torrón eds. Religion and the Secular State:
Interim National Reports (Provo, Utah: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and
Religion Studies, Brigham Young University, 2010), 536.
28) 네덜란드의 초/중등 학교의 2/3 가량은 종교를 기반으로 세워졌다(Sophie C. van
Bijsterveld(2010), 535).
29) 공립학교는 이러한 거부가 허용되지 않는다. Sophie C. van Bijsterveld, "The Per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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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30) 종교에 관한 평등한 처우 또한 교회 및 종교 기관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 동등한 처우와 기본적 종교의 자유권의 관계는 지속적인 논
쟁점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해석의 지침이 되는 것은 ‘단일 근거 구
성’의 원칙인데, 이에 의하면 성, 성적 지향성, 시민적 지위의 단일 근거에 의한 차별
은 불법이다. 하지만, 종교 기관이나 종립학교가 특정 개인의 생활양식이 학교의 정체
성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부가적 이유들’이 있을 때는 고용을 거부할 수 있다. 네덜
란드에서의 노동 행위의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은 ‘종교적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
위에 필요한 종교적 원칙에 근거한 요구사항의 부과’를 금지하지 않는데, 이러한 차별
의 판단을 위해서는 3가지 근거가 요구된다. 즉, 1) 직무 요건은 기관의 정체성의 견
지에서 객관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 2) 이 요건은 지속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3)
차별금지법에 기술된 요건들의 ‘단일 근거’에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등으로, 이러
한 기준들이 임의적이 아닌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부과될 경우 종교적 (차별적) 요
구는 가능하다.31)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주의적인 비차별이
기본적 가치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많은 부모들이 학교의 종교적 정체성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실정이다.
4. 통합/계몽형: 프랑스와 터키
프랑스의 정교분리의 원칙은 공화국의 원리와 같은 수준에서 규정될 정도로 매우
강한 지위를 갖고 있다. 특히 1905년 제정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위한 법”은 엄격
한 의미에서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이룩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계몽
주의와 프랑스 혁명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뿌리 깊은 반교권주의가 바탕이
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 이후 국가는 종교단체에 대한 일체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또한 국립 학교에서는 어떠한 종교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며, 모든
종교적 상징물들은 학교와 법원 등 모든 공적인 건물에서 추방되었다.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을 일반적으로 ‘라이시테(Laïcité)’라 부르는데,32) 이에 따
르면 정부는 종교의 자유만을 인정하고, 종교에 대한 어떠한 특별 협조도 할 수 없다.
법에 의하면, 프랑스 정부는 종교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종교 단체만을 인정할
Scope of Legal Limitations on the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in the
Netherlands,"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19(2005), 963.
30) Sophie C. van Bijsterveld, "Freedom of Religion in the Netherlands." Brigham
Young University Law Review 4(1995), 572.
31) Sophie C. van Bijsterveld(2005), 963.
32) 프랑스의 헌법 제 1조는 앞서 말한 바처럼, “프랑스는 공화국이며, 비종교적인 국가
(La France est une République, une, indivisible, laïque et sociale)”라고 규정하여, 공
화국의 원칙과 라이시테의 원칙을 동등한 수준에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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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종교 단체는 1) 목적은 오로지 종교를 주관하는 것이며, 2) 사회적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33)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나누고, 종교를 ‘사적 영역’에 제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엄격한 정교분리법은 일부 개정되거나 삭제되어 보다 온건한 정교분리로 전환되는 흐
름을 보이지만, 1980년대 이후 이슬람의 증가는 또 다른 정교분리의 문제를 프랑스 사
회에 대두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4년의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적 상징, 혹은 복장
의 착용을 규제하는 법률의 제정이다. 이 법은 신앙의 외적 표현을 포함한 종교적 자
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터키는 중동의 이슬람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세속주의를 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세
속국가이다. 터키의 세속주의 강령은 모든 공공 정책 분야에서 종교를 제외할 것을 지
시하고 있으며,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의 도덕, 행동, 신앙의 문제로만 국한된다. 과거
이러한 제한이 강할 때에는 종교단체의 해산, 공개적인 종교집회의 금지, 종교교육의
금지, 모스크의 신축 불허, 기존 모스크의 세속적 용도로의 변환 등의 정책도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1982년 이후부터 초·중·고 과정에서 종교가 다시 필수 과목으로 지정
되었고, 공식적으로는 세속화되었지만, 종교는 대중적 차원(특히 지방 보수 세력의 경
우)에서는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누르주(Nurju) 그룹34), 낙쉬반디
(Naqshbandi) 종단35) 등 친이슬람 성향의 집단의 성장과 더불어 최근에는 이슬람 기
반의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경우가 많지만, 완전한 이슬람국가로의 회귀는 군부 세력에
의해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5. 포교행위의 제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이지만, 헌법상 국교는 정해져 있지는 않
으며, 종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은 1945
년 제정된 헌법 전문에 규정된 ‘빤짜실라’(pancasila)의 조항에 잘 나타나 있다. 빤짜실
라는 ‘다섯’(panca)과 ‘원칙’(sila)의 합성어로, 유일신에 대한 믿음, 국가적 통합, 지도된
민주주의, 사회 정의, 인도주의의 5가지 원칙을 말한다.36) 이는 인도네시아 독립준비
33) http://ko.wikipedia.org/wiki/ (2014.4.10. 검색)
34) 터키 최대의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 낙쉬반디 종단에 속했던 Said Nursi(1877-1960)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그룹이기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낙쉬반디 종단의 한 지
파라고도 볼 수 있다. 정치에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언론 및 출판,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35) 대표적인 신비주의(Sufi) 종단으로 14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누르주 그룹과는 달리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한 때(1983-98) 집권정당
이 되기도 했다.
36) Phillip E. Hammond & David W. Machacek, "Religion and the State," in: Peter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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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수까르노(Sukarno)가 행했던 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
로 인도네시아 통치의 기본적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하에 인도네시아
헌법은 특정한 종교에 우월한 지위를 부여함 없이 모든 종교를 동일하게 취급하며, 국
민은 자유롭게 신을 경배하며, 동시에 다른 종교의 추종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모든 종교는 원칙적으로 동일하며, 그 차이는 단지 표상의 차이일 뿐이
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각각의 종교는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빤짜실라를
정의하려고 노력해 왔고, 각 집단 간의 타협과 갈등도 지속되어 왔다.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분포는 이슬람교가 87.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기
독교가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하여 9%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37) 위의 두 종교
외에 불교, 힌두교, 유교 만이 공식적인 종교로서 인정되며, 이를 신분증에 기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이들 공인종교
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착 종교의 신은 암묵적으로 인정되어 오다
가, 1965년 쿠데타 이후 공적 차원에서 유일신으로의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또한 명시
적인 법률상의 종교차별 조항은 없으나, 실제로는 이슬람 이외의 종교에 대해 어느 정
도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헌법 29조 1항은 “인도네시아는 하나이자 유일한
신에 대한 신앙에 기초를 둔다”고 말하면서, 우회적으로 이슬람교를 암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타종교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포함)에 이슬람 당당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두고, 학점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다.38)
또한 인도네시아에서의 종교의 자유란 자신의 종교를 믿고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를 의미할 뿐으로, 자신의 종교를 타종교의 신자에게 포교할 권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한은 앞서 언급한 빤짜실라의 ‘인도네시아의 통합’ 조항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지 않은 이유도 인도네시아의 통합이라는 당면 과제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포교의 금지는 ‘선교 지침에 관한 종교부장관 명령’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명령은 국가 통합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종교 간의 포교 경쟁의
과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이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포교활동은 금지되며,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지역이나 거주지에서의 포교
활동도 금지된다. 나아가 종교 간의 결혼도 불가능한데, 종교 간 결혼을 행하였을 경
우에도 혼인 신고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형편에서 볼 때, 인도네시아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국민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통제자로서
어느 정도 기능하도록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larke ed., The Oxford Handbook of the Sociology of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396.
37) http://en.wikipedia.org/wiki/Indonesia#Demographics (2014.4.10 검색)
38) 한국법제연구원,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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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또한 포교를 금지하는 ‘종교조화유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
고 그 목적이 사회 통합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도네시아와 상당히 유사하다.39)
싱가포르의 종교 인구는 불교 33.3%, 도교 10.9%, 이슬람 14.7%, 기독교 18.3%, 힌두
교 5.1%, 무종교 17.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40) 불교, 도교, 기독교인의 대부분은
중국계, 이슬람은 말레이계, 힌두교는 인도계라는 민족에 따른 종교 분포의 경계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상황에서 ‘종교조화유지법’은 민족별 종교 분포로 인한 사회 분열
을 막고, 사회 통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다. 이 법은 종교의 정치참
여를 금지하고, 종교 간의 갈등을 금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실무를 관장
하는 대통령 직속위원회도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교의 금지와는 달리 싱가포르에
서 종교교육은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있는데, 이는 서구의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문
화에 대한 해결책을 종교에서 찾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과 관련된다. 각 종교의 축제
또한 적극적으로 장려되는데, 여기에는 이를 통해 민족 간의 동질감과 정체성을 확립하
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종교는 이와 같
이 사회통합을 중심으로 기능하며, 이에 반하여 정치 및 사회참여는 엄격히 제한된다.41)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종교 차별 문제는 현대의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쟁점으
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종교 자유 문제와 충돌하기도 하는데, 종교의
자유와 차별의 문제는 나름대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 미국의 레몬 심
사 기준과 같은 -, 실제 그 해석에 있어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고려
사항이 작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가가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다루는 방식을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국가별 유형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개인적 자유형
(미국), 관용형(네덜란드), 통합/계몽형(프랑스, 터키)를 구분하여 살펴보고, 우리 사회
에서 한 때 이슈가 되었던 ‘종교평화법’과 유사한 제도를 지닌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의 사례를 부가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유형들의 기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세기의 국가들은 대체로 공적 영역
에서 종교의 역할을 제한 혹은 배제하거나, 네덜란드식의 ‘두고 보자(wait-and-see)’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산업사회와는 달리 소비사회에서는 종교가 정체성을 표
39)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63.
40)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Census of population 2010: Statistical Release
1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 Language and Religion" (2011).
41)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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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종교적 다양성은 다양한 문화를 통합하고,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는 긍정적 통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다원화된 소비사회에서의 종교적 정체
성의 중요성은 네덜란드의 사례에서 이슬람의 대두와 함께 나타난 변화와, 터키에서의
세속주의 국가의 약화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보다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종교적 지향성’을 인정하는 입장으로의 변화
는 ‘근대적 정당성’의 문제에 천착해 온 대표적 사회학자인 하버마스의 최근의 입장
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버마스는 그의 초기 저작들에서는 근대화에 따른 세속 지
식 영역의 독립성, 종교의 의미와 목적 문제에 대한 제한성을 강조하면서, 거룩함의
권위가 점차로 성취된 합의에 의해 대치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42) 이러한 입장에 따
르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의 역할은 제한되며, 종교적 입장은 일반적, 세속적 언어로
변형 혹은 번역되어야 한다. 하지만 하버마스의 보다 최근의 저작들은 종교가 사회발
전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통로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는 종교적 사
고가 ‘합리성의 계보’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반대하며, 오히려 세속적 행위
자들도 종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이해하여야 한다고 그의 입장을 바꾼다.43) 그는 종
교는 민주주의적 담론에서 정당한 대화 상대자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탈형이상학적
(post-metaphysical) 사고는 종교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
지 한다.44) 하버마스는 라칭거 추기경과의 ‘대화’에서 ‘규범의식과 연대의식을 불어 넣
는 모든 문화적 원천들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하며(모든 문화적 원천에는 종교
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나아가 ‘공공의식을 근대화’하려면 ‘세속적 멘탈리티 못지않게
종교적 멘탈리티를 흡수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변형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45)
현대 사회에서 종교는 성, 성적 지향성, 민족성 등과 더불어 중요한 정체성의 한
요소이다. 카스텔스(M. Castells)가 언급하는 ‘흐름의 공간’속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 권력’의 요소로서 작용한다.46) 21세기는 더 이상 20세기적 근대성의 중요 요소
로서의 ‘세속성’의 개념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성의 배제가 이루어지기 힘들며, 이는
대부분의 근대국가의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적 자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어떤 식으로 언급되어지든 - 소비사회든, 탈형이상학적 사고든, 혹은 포스
트모던 사회이든 - 21세기는 다양성이, 그리고 그 중요한 요소로서 종교적 정체성이
무시될 수 없는 사회이다. 이를 적절하게 조절, 통합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

42) Inger Furseth, "Religion in the Works of Habermas, Bourdieu, and Foucault," in:
Peter E. Clark ed. (2009), 100.
43) 위르겐 하버마스/요제프 라칭거, 『대화- 하버마스 대 라칭거 추기경』 윤종석 옮김
(서울: 새물결, 2009).
44) Jürgen Habermas, "Religion in the Public Spehre,"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14(2006), 17.
45) 하버마스/라칭거, 50-52.
46) 마누엘 카스텔, 『정체성 권력』 정병순 옮김 (서울: 한울 아카데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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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포교를 금지하고 정해진 테두리 안에만 종교를 가두어놓
는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식의 제도 또한 21세기적 다양성 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대화’에서 라칭거 추기경이 역
설하는 ‘대화’와 ‘경청’이라고 생각한다.47) 즉, ‘세속적 합리성’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앙
이 실제로는 보편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정과 다른 ‘위대한 종교적 전통들에 기꺼
이 경청하는 자세’가 21세기의 다원적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된
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한국적 관계 유형의 정립이 우리 사회의 진보를 위
해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종교가 현대 사회에서 정치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한 카사노바(J.
Casanova)의 논의를 돌아보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자 한다. 카사노바는 국교, 정치 영
역, 시민 사회 영역의 3가지 수준 중,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 사회에 가장 적합한 상
호작용의 수준은 시민사회라고 보았다.48) 그의 입장은 정치와 종교의 결합에 대한 부
정적 시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
지고 대처해 줄 것을 바라는 현재의 한국 상황에도 상응한다. 즉, 종교가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관건은, 그들이 제기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시민
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여 진다. 즉 특정 종교 집단이
제기한 문제들이 정치권의 이해와 맞물려 단기간에 정책화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시민 사회의 호응을 얻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추진한 종교 집단은 일종의
이익집단으로 비취지고, 나아가 시민사회의 부정적 시각에 직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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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논찬
김 명 희 박사

(성공회대학교 신학연구원 교수 / 실천신학)
1. 논지
최현종 교수(이하 저자)의 논문(“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
교”)은 한국의 다종교 사회에서 어떻게 종교들이 평화 공존할 수 있는지 다양한 국가
별 유형 모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종교 인구분포도는 크게 그리스도교와 불교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
다. 두 종교가 차지하는 종교 인구의 총인구대 비율은 52.5%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불교도이거나 그리스도교도인 셈이다. 그리고 두 종교의 종교 인구 비율은
98.1%(불교 43.0%, 개신교 34.5%, 천주교 20.6%)로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 종
교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종교간 갈등
의 중심에는 불교와 그리스도교가 있음을 보게 된다. 특히 갈등 사례들 대부분이 불교
와 개신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신교와
타종교 간의 갈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는 종교 간의 갈등이 종교 편
향의 성격을 띠며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었다. 이후 한국에서 이슬람 교세의 확장 및
할랄 식품 단지 조성에 대한 개신교도들의 반발과 공격적 저항은 종교간 갈등의 중심
에 있다.
이즈음에 저자의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논문은 한국의 다종교 사회에서
국가가 종교간 평화 공존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특히 국가가 헌법과 제
도를 통해 종교간 충돌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제시한 의미 있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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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논문에서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국가별 유형 모델을 토대로 미국(자
유형), 네덜란드(관용형), 프랑스와 터키(통합/계몽형),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포교행
위의 제한) 등 국가별 종교정책들을 소개하면서 각각의 유형 모델들이 안고 있는 문
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상기 유형들은 한국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
한다. 그는 하버마스의 견해에 따라 탈형이상학적 사고는 종교로부터 배워야 할 것과
공공의식을 근대화하기 위해 종교적 멘탈리티를 흡수하고 이를 성찰적으로 변형시켜
야 할 것을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종교정책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이 무시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이상적 해결책은 라칭거 추기경이 제
안하는 ‘대화’와 ‘경청’이다. 이것은 국가가 집행하는 법과 제도에 의해 종교의 역할이
제한될 때 발생 할 종교의 의미와 가치의 상실에 대한 저자의 우려에서 나온 제안이
다. 따라서 저자는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종교평화를 위한 국가의 유형정립이 시급하
다고 역설한다.
2. 질문
논찬자는 본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본다.
첫째, 저자는 국가-종교 간의 갈등을 처리하는 4가지 기본 유형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유형들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
일 등 이전에 기독교가 국교였든 유럽의 국가들이 오늘날 국가의 종교 갈등 개입에
대해 다양한 유형을 보이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터키,
인도네시아, 싱가폴 등 종교가 다른 다양한 국가들이 종교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의 차
이는 어디서 오며, 어떤 요인이 결정적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의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통제(예로, 프랑스 경우)가 오히려 종
교 간 갈등과 비관용적 태도를 더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
한 국가의 입법화 및 정책화가 종교간 공존과 자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가? 국
가가 종교에 대해 어디까지 관여,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다.
셋째, 요즘 한국은 불교뿐 아니라, 이슬람에 대한 국가정책에 대해 개신교에서 강
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 대해 종교사회학자인 최현종 교수의 고견
을 듣고 싶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개신교의 역할에 대해 듣고 싶다.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의미 있는 논문을 발표해 주신 최현종 교수님께 고마운 마
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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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논찬
정 재 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종교사회학)
1. 논문의 내용과 의의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 이후 국교가 폐지되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 또는 종교 다원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진 종교
만 해도 개신교를 비롯해서, 불교, 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그리고 이슬람교 등
의 종교가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종교 안에서조차 수많은 교파나 종파들이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채 생겨나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기성의 체계
화된 종교의 관점에서 이단으로 여겨지는 수 백 개의 신흥 종교들도 난립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민간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민간 신앙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사회는 종교의 전시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종교 상황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 자
주 외국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한다. 다행스럽게도 외국에서와 같이 테러나 폭
력적인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크고 작은 갈등은 상존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신교가 정체성을 침해받지 않으면서 다른 종교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공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시의성이 높으며
학문적 의의도 크다고 판단된다.
논문에서는 다종교사회에 대한 기존 모델보다 진일보하고 정교화한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국가별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개인적 자유형으로, 이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경우 중심된 공유 가치는 세속성이라기 보다는 자
유의 원칙으로, 사회가 서로 다름을 실행하는 자유를 통하여 사회적 유대를 달성하리
라는 믿음이 사회의 기본 바탕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관용형으로 대표적인
나라는 네덜란드와 인도이다. 이들 사회는 개인의 자유보다는 종교적 공동체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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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각 종교 집단에 대해 똑같은 거리를 두고, 한편으로는
소수 종교를 존중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통합/계몽형으로, 프랑스와
터키 등이 포함된다. 공화적 계약 하에 종교는 사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며, 가능한 공
적 영역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사항을 제한하는 형태이다. 마지막 유형은 합리성/효율
성/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유형인데, 이러한 유형의 세속성은 상대적으로 국가적 프로
그램에 덜 관심을 지니며, 주로 전문가 집단이나 과학/예술의 영역에서 많이 추진된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근대화에 대한 하버마스의 이론, 정체성 권력에 대한 카
스텔스의 논의를 소개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카사노바의 논의를 인
용하면서 시민적인 공공성의 관점에서 종교 단체의 활동을 평가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질문과 토론 거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본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
업이다. 여기에서는 논문의 완성도 제고와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유형 분류에서 네 번째로 합리성/효율성/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유형을 소개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네 번째로 포교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의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서로 같은 유형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 분류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대한
논의가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물론 논문의 뒷부분에 짧게 다
루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차이
점과 유사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면 우리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이다.
그리고 논문의 서론에서는 “공직자 종교 차별 금지에 관한 일련의 법규, 규정의
제도화 과정을 살펴보고, 대한민국의 사례를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 분석하여, 현재의
‘공직자 종교 차별’ 금지에 관한 법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라고 하였으나 본문에
는 제도화 과정을 기술하고 있을 뿐 외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과 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종교 차별 금지에 대한
논의들이 뒤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론적인 차원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보완된다면 논문의 전체 구성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부제인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부분은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월호 사건,
국정 교과서 문제, 그리고 선거와 관련하여 종교가 어떻게 공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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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한다.
종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시비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에
서 이에 도움이 되는 귀한 논문을 발표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
가 더 깊이 있게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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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다종교 사회의 긴장과 공존: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에
대한 논찬
장 진 원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실천신학 / 목회사회학)
한국사회에서의 종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의들이 존재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가 가지는 종교적 기능과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실체는
현대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쇠우리에 가두어놓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
종교사회인 한국에서 종교가 가지는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들은 일시적인 사회 현상으
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깊이가 결코 얕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종교사회학자로서 저자의
분석과 통찰력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논문의 논찬을 시작해본다.
1. 다종교사회가 가지는 필연들
다양성이라는 현대사회의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인 보편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그 다양성 속에서 어떻게 한 사회를 새롭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이고
문화적인 고민들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사회는 이미 다종교라는 문화
-종교적 토양 속에서 다문화사회, 다양성과 통합과 같은 새로운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들은 신뢰와 대화와 같은 합의과정이
아니라, 정치주의와 색깔논쟁과 같은 세력화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종교
의 공적영역을 세력화 하여 또 다른 사적영역으로 제안하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한국교계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한 이번
논고는 한국 기독교(개신교)가 공적영역에서의 역할론에 대한 대응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도화의 과정”이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제도화”란 사적영역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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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영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말하며, 갈등과 긴장의 과정을 공존과 책임의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과정은 이러한 순기능적인
제도화라기보다는 탈제도화를 통한 사사화의 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
에서 한국 기독교가 가지는 태도는 다종교 상황 속에서 대립과 갈등의 세력으로 비춰
지고 있는 모습은 현장의 목회자로서 가지는 혼란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논문에서 제시하는 제도화의 과정은 한국사회속에서 진행되어온 종교
차별금지법의 과정을 상술함으로써 현재의 갈등의 원인과 이해들을 확장하는데 큰 도
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미 진행되어온 과정과 논의의 과정은 한국사회가 걸어온
독특한 정치-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미 습속으로 내제된 종교성에 기인하기에
그 분석과 제안이 통일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진다. 예를들어 인권의 문제와 차별의 문
제는 언제나 상호작용에 기인하는 특성상,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아니면 적응된 관점
에서 논의하기에, 합의의 과정보다는 감정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라고 할 수 있
다. 그러기에 이러한 과정들을 합의하는 사회적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고 성숙시키는
것이 다종교사회에서의 한국사회가 가지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2. 갈등과 공존의 국가 그리고 사회
국가와 사회를 이해하는 관점은 현대시대에 이르러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
다. 특히 시민사회라는 현대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공동체)
라는 관점에서 그 기능들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
는 주체와 제도의 차원을 국가로 환원시키고 있는 볼랍-자르와 부르하르트의 유형모
델은 오히려 사회(학)에 대한 도전적 제안으로 다가온다.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이념
형(ideal type)으로서,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해 종교를 접근하는 방식들은 사회가 독립
된 실제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의 힘이 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대사회속에서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갈등과 공존의 공간
으로 이 사회에 끊임없는 변화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 변화의 주체가 국가이든, 사회
이든, 종교이든 간에 이미 세속성의 발전으로 인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자유형(미국), 관용형(네델란드), 통합/계몽형(프랑스와
터키)은 한 국가가 사회통합을 위해 국민들의 종교성과 종교행위를 어떻게 효율적으
로 관리하고 전향시키는가에 그 지향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미
존재하고 자리잡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하려는 의도로 볼 수도 있는 것이
다. 이것에 대해 종교는 언제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환경을 우선하게 된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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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종교가 이제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 투쟁하는 장이 된다. 이속에 이미
피생하던 종교 사업가들? 은 이러한 갈등을 이용하여 사회와 국가를 초월한 종교적
신념을 강화시키게 된다. 결국 국가와 사회는 종교와의 새로운 공존을 위해 자유를 기
반으로 한 긴장(미국), 친화력과 기다림을 통한 관용(네델란드), 통합과 계몽을 통한
분리(프랑스)의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통합으로서의 종교 그리고 이상
종교가 다시 사회통합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사실 이것은 사회학적 제안은 아니다. 종교가 공적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는 시각
은 개인들이 느끼는 차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종교와 정치는 근본적으로 분리되
어야 한다는 전제가 큰 틀에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공적 영역
에서의 종교문제는 국가에 의해 다루어지는”과제일 뿐이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했던
인도네시아와 싱가폴의 사례를 통해서 한국사회에도 일어날 수 있는 종교 문제에 대
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전히 존재하는 종교의 역할론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사회
현상으로서 이루어지는 종교관련 제도와 법의 과정은 충분히 우리에게도 준비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로서 하버마스의 시각의 변화가 대화와 경청으로 가능성
을 제시했다면, 종교(교회) 또한 변화된 자세와 대안이 필요하다. 그것의 한 담론이 시
민사회라는 주제로 제시하고 싶다. 우스노우의 “기독교와 시민사회(정재영, 이승훈 역,
183)”에서 보면, 공공이란, 첫째, 공공이라는 말은 개방 또는 접근 가능성을 의미한다.
종교의 맥락에서 어떤 것이 공공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그것이 개인의 주관 의식 속
에 묻혀 있기보다는 열려진 공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공공이라는 말
은 공존한다는 의미이다. 만일 어떤 것이 사람들이나 집합성과 관련이 된다면, 그것은
또한 개방되어 있고 접근 가능한 것이다. 셋째, 공공이라는 말은 우리가 어린이에게는
기대하지 않는 성인의 책임감을 의미한다. 공공 종교를 말하는 것은 개인들이 사사로
운 영성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사회의 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과, 그들의 집합 가치에 대한 성스럽고 초월의 모든 것에 대해 공공 영역 자체가 개인
들 사이에 책임감이라는 의미를 강화해야만 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다종교상황의 한국사회, 그 속에서의 한국교회, 그리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만
나고 있는 신앙들, 이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개인을 넘어선 사회의 통합과 책임을 요청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주어질 때 우리는 나의 종교에 대한 절실함을 고백할 수
있다. 단순히 눈에 보이고 감정적으로 체화된 목소리가 아니라 정제되고 절제된 작은
신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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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고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을 다시한번 만나게 해준 저자에게 감사드리며
본 논찬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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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발표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1)
이 현 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학)

I. 들어가는 말 : 왜 설교에서 공감이 필요한가
설득은 연설에 의하여 청중들에게 어떤 감정(또는 감동, emotion: πάθος)이 느껴
질 때 일어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슬프거나 기쁠 때,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일 때 같
은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2)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소통)은 인간 상호간의 공감(共感, empathy)이 형
성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통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소
통을 위한 공감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소통은 일방적이거
나 허공에 소리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람들은 누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많은 사람(speaker)들은 자기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
들이 다 잘 들을 것으로 착각을 하며 말을 한다.
공감이 없는 말은 들려지지 않는다. 인간은 단순히 입과 귀로만 말을 하고 듣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입으로 나온 말이 가슴으로 들려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람들은 들려지는 말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마음
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할 때에야 온전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공감은
“서로가 느끼고 인식한 바를 의사소통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3)
1) 본 글은 필자가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사업 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저서 『공감의
설교학』 내용 중 일부를 학회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발표한다.
2) APIΣΤOΤΗΛOΣ(Aristotle), ΤΕΧΝΗΣ ΡΗΤΟΡΙΚΗΣ, John Henry Freese, The Art of
Rhetoric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7), pp. 16-17.
3) Carl R. Rogers, “Empathic: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The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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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역시 그 형식과 방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관심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기재
(器財)로서의 공감’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청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설교
자의 일방적인 전달은 울리는 꽹과리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그것은 허공
을 맴도는 의미 없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St. Paul)은 사랑이 없는 언어는 그것이 아무리 신비한 방언과 천사의
말 같을지라도 소리나는 구리(또는 “징”으로 번역함, 표준새번역성경)와 울리는 꽹과
리에 불과하다고 한다(고전 13:1).4) 사랑의 언어만이 사람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고
사람을 움직이고 비로소 사람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야
말로 인간이 상호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공감이 있
을 때 언어는 비로소 인간에게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설교가 진정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전하는 설교자와 듣는 청중 사이에 메시지
를 통한 공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은 비
로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the living Word of God)으로 청중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공감이 중요하듯이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설교
역시 중요한 요소가 공감인 것이다.
그러면 공감은 무엇인가? 그 개념과 정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공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이해, 공감의 시대와 사회적 특징, 그리고 공감과
설교의 관계 등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공감의 개념, 그리고 그 필요성
우리는 공감이란 말을 학문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한
다. 일반적으로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감정, 생각, 상황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 그가 느
끼는 것을 같이 느끼고, 그가 생각하는 것을 함께 이해하며, 그가 처한 상황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디 공감(empathy)이란 용어는 독일어 Einfühlung에서 유래한 말이며, 이것은
열망이나 열정(passion)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mpatheia에서 기원한 것이다.5) 어원적
으로 볼 때 ‘공감하다’(einfühlen)는 말의 개념은 ‘안으로’를 의미하는 ein과 ‘느끼다’를
Psychologist, 5, pp. 2-10.
4) 참고로 표준새번역성경에서는 고전 13:1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5) “empathy,” Webster’s Ⅱ New College Dictionar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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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 fühlen이 합성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서 느끼다’는 뜻을 갖는다. 즉 공감은
‘상대의 안으로 들어가 함께 느끼는 느낌’(feeling into)이라고 말할 수 있다.6)
Einfühlung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미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맨 처음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1873년 로버트 비셔
(Robert Vischer)가 미학 분야에서 전문 용어로 쓰면서부터였다. 그는 자신의 논문
“형태의 시각적 기능에 관하여”(On the Optical Sense of Form: A Contribution to
Aesthetics)라는 글을 쓰면서, empathy라는 개념을 개발하였던 것이다.7)
Einfühlung이란 용어를 심리학 분야에 처음 도입하여 사용한 사람은 테오도르 립
스(Theodor Lipps, 1851-1914)였다. 그는 사람들이 미적 대상(aesthetic objects)에 대
해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정신 상태(mental states)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Einfühlung의 개념을 사용하였다(1903년).8) 그 후 립스가
말한 공감에 대한 내용은 심리학과 철학 분야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지
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 역시 립스에 의한 영향을 지대하게 받기도 하였다.
1909년 에드워드 티치너(Edward Titchener)는 독일어인 Einfühlung을 영어로 번
역하기 위하여 그리스어 empatheia를 음역하여 사용하면서, 영어로 이것을 empathy로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공감이란 어떤 주체가 상상 속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감적 경향은 모든 사람들 간에 일종의 우애를 제
공하여 우리의 주변을 인간화하고 인격화하는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주장하였다.9) 티
치너의 이런 주장은 공감에 있어서 개인의 정서적인 요소와 함께 사회적인 요소가 결
합되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공감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
식하도록 하였다.
티치너의 이러한 주장은 그 후 공감에 대한 이해와 연구와 적용이 미학이나 심리
학, 철학의 분야를 넘어 사회심리학, 교육, 상담, 심리치료학 등으로 확대 발전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공감이란 개인과 사회 전반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으며,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공감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이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것
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관심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 안에서도 목
회상담학이나 기독교 교육학 분야 등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10)
6) Amy Coplan and Peter Goldie, ed., Empath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Ⅻ.
7) 위의 책.
8) 박성희, 『공감학』 (서울: 학지사, 2010), p. 17.
9) 위의 책, pp. 18-19.
10) 그러나 아직 설교학 분야에서는 공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감과 설교학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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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을 듣는 청
중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볼 때, 설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의 공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에이미 카플란(Amy Coplan)은 자신의 논문 “공감에 대한 이
해”(Understanding Empathy: Its Features and Effects)에서 공감이 무엇인가를 다음
과 같이 답해주고 있다.11)
1).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feeling)이다.
2). 공감은 상대를 돌보는 것(caring)이다.
3). 공감은 상대의 감정과 경험들에 정서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4). 공감은 상대의 상황에서 자신을 생각해보는 것이다.
5). 공감은 상대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이다.
6). 공감은 상대의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추론(inference)12)을 하는 것이다.
공감은 상대가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이고, 상대의 감정과 경험과 상황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인식하며, 그 사람의 처지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생각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설교학적으로 적용하여 ‘상대’를 ‘청중’으로, ‘나’를 ‘설
교자’로 대체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공감은 청중이 느끼는 것을 설
교자가 느끼는 것이고, 설교자가 청중의 감정과 경험과 상황을 청중들의 입장에서 이
해하고 인식하며, 청중의 처지에서 같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교육심리학자인 데이빗 에스피(David N. Aspy)는 “공감은 당신이 그의 느낌과
느낌에 대한 이유 모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의사소통(communication)하
야를 연결하여 연구된 내용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단지 설교에서의 청중에 대한 역
할을 새롭게 인식하고, 청중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들이 신설교학운
동(the New Homiletics Movement)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도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리라 본다. 설교자는 설교를 전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들과 공
감할 수 있을 때, 설교를 듣는 청중 역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에 보다 깊이 공감하게 될 것이다.
11) Amy Coplan, “Understanding Empathy: Its Features and Effects,” in Empathy:
Philosophic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ed. Amy Coplan and Peter Goldie, p.
4. 참고로 설교에서의 공감을 정의한다면, 에이미의 정의 중 “상대방”이란 말을 “청중”
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12) 여기서 “추론한다”는 것은 인간은 자신의 감정은 바로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은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의 얼굴 표정이나 말, 또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
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최현석, 『인간의 모든 감정』
(파주: 서해문집, 2011), p.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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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13)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공감이 갖는 의사소통적 요소와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
런 측면에서 본다면, 설교 역시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공감은 설교학 분
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되고 적용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청중을 모르고 전달하는 메시지가 온전한 설교가 될 수 있겠는가?

III. 공감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호모 엠파티쿠스(Homo Empathicus)
1914년 12월 24일 저녁, 크리스마스이브(Christmas Eve)였다. 제1차 세계대전은
다섯 달째로 접어들고 있었고, 계속되는 전쟁은 끝이 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프랑
스의 플랑드르(Flanders) 지방에서는 독일군과 영국군이 불과 몇 십 미터를 눈앞에 두
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독일군 병사 진영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전쟁의 와
중에서 불과 몇 십 미터 앞에 적이 있는데, 수천 개의 조그만 크리스마스트리
(Christmas tree)에 촛불이 밝혀지고 촛불을 밝힌 병사들이 크리스마스 캐럴
(Christmas carols)을 부르는 것이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 ”
영국군들은 모두 넋을 잃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영국군 병사 몇 명이 독일군 진영에서 울려 퍼지는 캐
럴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들의 노래는 곧 바로 영국군 전체에게로 퍼져
나갔고, 모든 영국군이 함께 캐럴을 부르며 박수를 쳤다. 그리고 곧 독일군이 캐럴을
부르고나면 이어서 영국군이 다시 캐럴을 부르면서 화답을 하기까지 하였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한 후 양쪽의 병사 몇 명이 자신들의 참호를 뛰쳐나와서 상
대방 진영을 향하여 서로 달려갔다. 이를 본 나머지 병사들도 머뭇거릴 시간 없이 모
두 달려 나갔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 그리
고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나누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먹을 것을 나누어 먹으면서 웃음
꽃을 피웠다. 이것이 그 유명한 “크리스마스의 휴전”(Christmas truce)이다.
제러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저서 『공감의 시대』(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첫
머리에서 언급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플랑드르에서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감정(human
sensibility)을 표출하였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중심(the very marrow of human
13) David N. Aspy, “Empathy: Let’s get the hell on with i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5(2), p. 11. 박성희,『공감학』, p. 2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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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ence)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 시간과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 그들은 인
간이기를 택했었다. 그들이 표현했던 가장 핵심적인 인간 본질(human quality)은 서로
에 대한 공감(empathy)이었다.14)
그러면서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의 능력은 모든 인간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보편
적인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인간이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우
리 인간이 가진 최고의 능력이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말은 곧 관계적 존재라는 의미이
다. 인간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존재할 수 있
는 것이요, 다른 사람들과 말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존재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그러기에 공감하는 존재(homo empathicus)
이다. 즉 사람이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감은 인간에게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인간이 홀로 살게 된다면 공감이라는 것은 불필요할 것
이다. 그러나 혼자가 아닌 타인 또는 타자와의 공생(共生)과 공존(共存)을 위해서는 공
감이 필수적이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
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존재’로서 이 사회에 존재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감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다양한 학문적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인간의 공감, 즉 공감하는 존재로서
의 인간에 대한 연구가 철학이나 심리학, 사회학 등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었으나,
최근에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인
간의 뇌 속에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
실이다. 소위 말하는 거울신경세포(the mirror neuron system, MNS)의 발견이다.15)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웃게 되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웃게 되고, 화난 얼굴
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같이 얼굴을 찡그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이 하품을 하면 자신
14)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The Race to Global Consciousness in a
World in Crisis (New York: Jeremy P. Tarcher / Penguin, 2009), p. 8.
15) Jennifer H. Pfeifer and Mirella Dapretto, “Mirror, Mirror, in My Mind: Empath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the Mirror Neuron System,” in The Social Neuroscience
of Empathy, ed. Jean Decety and William Ickes (Cambridge: The MIT Press, 2011),
pp. 183-92. Marco Iacoboni, Mirroring People: The Science of Empathy and How
We Connect with Others (New York: Picador, 2009), pp. 3-4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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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따라서 하품을 하게 된다. 권투 선수가 시합을 할 때 응원을 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일어나 주먹을 휘두르기도 한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바로 함께 느끼고,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까지도 따라서 하게 될까?
사람들이 상대가 느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함께 느끼거나 상대가 하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 하는 행위(모방 또는 거울 반응)를 전문가들은 “마음 이론”(theory
of mind)16)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모두가 공통된 의미가 존재하는 공
간에 함께 살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 행동. 의도를 직감적으로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로 마음 이론을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타인의 감정을 함께 느끼고 그
행동을 모방하고, 타인의 표정이나 시선, 몸짓, 태도 등을 보고 그 느낌으로 타인의 감
정과 의도 등을 알아내는 능력), 즉 인간의 뇌 속에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신경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울신경세포라는 것이다. 이 거울신경
세포는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Parma) 대학의 신경생리학자인 자코모 리촐라티
(Giacomo Rizzolatti)가 원숭이를 실험하던 중 원숭이의 뇌에서 맨 처음 발견하게 되
었다.
그는 원숭이가 땅콩을 먹으려고 손을 내밀어 땅콩을 잡으려고 할 때 뇌의 신경세
포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연구하였다. 그런데 원숭이가 손을 내밀어 땅콩을 잡으려고
할 때 신경세포에서 신호가 발생하는데, 원숭이가 땅콩을 쳐다만 보게 하거나 땅콩이
아닌 것에 손을 내밀어 잡게 할 때는 이 신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원숭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접시에 둔 땅콩을 집으려고 손을 내미는 것을 볼 때
에도 원숭이 뇌에서는 동일한 신호가 발생되었다. 즉 원숭이 자신이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있기만 해도 자신이 행동하는 것처럼 뇌의 신경세포가 작동
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거울신경세포는 원숭이보다 인간에게서 훨씬 발전해 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몸 위로 뱀이나 거미가 기어갈 때 당사자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함께
16) 거울 뉴런이 발견되기 전부터 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
을 모방하고 공감하게 되는가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이 1980년대 초 스웨덴 웁살라대학의 심리학자 울프 딤베리(Ulf Dimberg)의 실험이었
다. 딤베리는 피실험자들에게 사람들의 얼굴 모습, 즉 무표정한 얼굴, 웃는 얼굴, 화가
나서 찡그린 얼굴 화면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그들의 얼굴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를 관찰하였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피실험자들이 무표정한 얼굴을 볼 때는 모두 무표
정하였고, 웃는 얼굴을 볼 때는 얼굴에 웃음을 띠고(뺨에 있는 웃음에 반응하는 근육
이 반응), 화나고 찡그린 얼굴을 볼 때는 모두가 눈 위 이마에 있는 분노에 반응하는
근육이 순간 반응을 하였다. 이 실험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채 다
른 사람들의 감정적 표현에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
었다. Joachim Bauer, Warum ich fühle, was du fühlst, 이미옥 역, 『공감의 심리학』
(서울: 에코리브르, 2009),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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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이 돋는다거나, 역겨운 냄새를 맡을 때 같은 구토 증세를 보인다거나, 고통을 당
하는 사람을 보면서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뇌 속에 거울신경세포가 작동하
기 때문이다. 거울신경세포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마치 자신
의 것인 양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울신경세포(거울 뉴런)를
“공감 뉴런”(empathy neurons)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7)
인간은 타인으로 더불어 공감하며 사는 존재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지만, 거울 뉴런은 인간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본래적으로 공감하는 존재
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주고 있다.

IV. 공감의 확장: 공감의 시대 공감의 사회
캐나다 출신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마샬 맥루한(Herbert Marshall McLuhan,
1911. 7 - 1980. 12.)은 자신의 저서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18)에서 “미디어는 인간의 확장이다.”(Medea is extension of
human sensory.)라는 의미 있는 말을 함으로써,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도록 하였다.
그는 미디어는 인간 감각기관의 확장으로서, 예를 들어 안경이란 미디어는 우리
인간의 시각 기관인 눈의 확장이며, 옷이라는 미디어는 피부 감각 기관의 확장이요,
펜이라는 미디어는 우리 인간의 손가락의 확장이며, 자동차는 인간의 다리를 확장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감각기관의 확장으로 해
석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공감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어떤가? 제러미 리프킨은 “공감 의
식(empathic consciousness)은 175,000년이 넘는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서서히 자라왔
다.”19)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류의 공감 의식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오늘까지 계속 발달하고 확대되어 왔다는 것이다.
20세기 초 공감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거기에 따른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오
늘 우리 사회는 인간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공감 현상들을 연구하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감에 대한 철학과 심리학 분야의 연구, 뇌의 신경세포와
관련하여 공감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연구, 이 공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발
17)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pp. 83-85.
18) Herbert Marshall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64).
19) Jeremy Rifkin, The Empathic Civilization,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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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진행되며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사회학, 교육학, 윤리학 분야에서의 연구, 복잡
한 사회 현상 속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학과 정신
치료학 분야에서의 연구와 활발한 적용, 인간 상호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공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연구 등 오늘 날 공감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
다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복잡한 이 시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으로
공감의 확장이 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특별히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은 인류 전체의 멸
종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게 했으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동안 개인 간이
나 어떤 작은 집단 간에서 이루어지는 공감 의식을 전 인류적인 차원으로 확장하도록
하였다.20) 또한 지구 전체에 위기감을 주는 기후 변화, 전쟁, 테러, 경제적 불평등 등
에 대해서도, 인류의 공감 의식은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역시 국가나
민족을 초월한 전지구적(全地球的)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시대는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공감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
적으로 여성, 동성애자, 유색인종, 소수 민족, 소수 종교인 등 과거에는 가깝게 여기지
않았던 다른 인간들에게까지 공감의 범위를 차츰 확대하고 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공감의 확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동식물이나 자연계까지 공감
의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생명체로서의 동식물의 생존 위기에 대한 인류적 차원의
공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도 함께 하고 있다. 동물들의 고통과 멸종 위
기에 공감을 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물보호단체들의 활동, 자연의 파괴와 자연
의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의 확산과 환경보호단체들의
활동 등은 이제 공감이 인간의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차원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
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오늘 위기에 처한 인류는 공감(共感)을 통해서만 공존(共存)의 길로 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감은 인류의 공존을 지속 가능케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이
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무엇보다 인류 내부적으로 공감의 확장을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지구는 위기의 시대에 있다. “외줄 위에 선 인류”(Humanity on Tightrop
e)21)는 언제 공멸하게 될지 모른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공감 부재의 사회를
20) 위의 책, pp. 25-26. 제러미 리프킨은 지구 전체가 함께 갖게 된 이 공감 의식을
“global empathic consciousness”(전지구적 공감 의식)라고 한다.
21) Paul R. Ehrlich & Robert Ornstein, Humanity on a Tightrope, 고기탁 역, 『공감의
진화』(서울: 에이도스출판사, 2012). 폴 에얼릭과 로버트 온스타인은 본서를 통해 오늘
의 사회를 ‘공감 부재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오늘의 인류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
은 인류 전체가 공동운명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요 한 가족이라는 공감 의식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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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하고, 인류 전체가 우리(we)요 한 가족이라는 운명공동체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사회 전반에 그리고 전지구적으로 공감을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세기가 자유를 획득하고 정보 혁명(information revolution)을 이룬 시대였다면,
20세기는 기술(technology)이 승리한 시대였고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열린 소통
(communication)이 태동하는 시대였다. 21세기는 필연적으로 개인들이 모든 것을 알
게 된 작아진 시대이며, 또한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들을 인정해야만 하는 공존
(coexistence)의 시대이다.22)

V. 공감과 설교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기독교 초기 복음전도자요 설교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음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
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린도전서
13장 1-2절)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자세를 언급하는 것이지
만,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사역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나
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청중)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그
가 전하는 메시지들이 아무리 출중하고 화법(話法)이 수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
낱 요란하게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란 말 대신 ‘공감’이란 단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설교
자가 아무리 깊고 신비한 비밀과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모든 인간들의 다양한
언어와 천사처럼 아름다운 말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듣는 청중들과 공감을 이
루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역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은
아닐까?
대하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2) Dominique Wolton, Informer n’est pas communiquer, 채종대, 김주노, 원용옥 역,
『불통의 시대 소통을 읽다』(서울: 살림, 2011), p. 14. 영어는 필자가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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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없는 설교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설교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
서 나가지만 청중들의 귀를 통해서 들려진다는 점에서 설교는 언제나 설교자와 청중
이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대 설교학자 중의 한 사람인 프레드 크래
독(Fred B. Craddock)은 “설교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입에 있다고
보건 청중들의 귀에 있다고 보건 분명한 사실은 그 양자가 서로 대화를 한다
(communicate)는 것이다.”23)고 강조하였다. 즉 설교는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만나 그
말씀을 공감하면서 나누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설교 현장은 어떠한가? 과연 설교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청중들과 함께 공감이 되고 있는가? 내가 전한 메시지가 청중들의 가슴에 와 닿고
청중들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만들고 있는가?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매 주일 설교 때마다 설교자 일방의 전달로 끝나고 있는가? 청중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설교자 혼자 하다가 강단에서 내려오고 있
지는 않는가? 청중들에 대한 설교자의 관심도 없고, 설교에 대한 회중들의 관심도 없
는 채 그저 공허한 메아리만 강단 주변을 맴도는 일이 매 주일 자신의 설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의 청중은 단순히 회중석에 조용히 앉아 들려지는 소리를 피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다. “청중들이란 소리를 내건 조용히 있건 간에 설교에 적극 참여하
는 자들(participants)”24)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이해
하고, 그들의 관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반응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설교에
서 갖는 위치와 역할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설교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과
의심, 두려움과 분노, 사랑과 기쁨,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설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맞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내
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라고 반응하게 될 것이다.25) 이것이 공감을 통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설교의 결과이다.
사도행전에는 두 명의 설교자가 등장한다. 한 사람은 사도 베드로이고(사도행전 2
장 14-41절), 다른 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다(사도행전 6장 7절-7장 60절). 그들은 모두
23) Fred B. Craddock, Preaching, 김영일 역, 『설교』 (서울: 컨골디아사, 2003), p. 31.
24) 위의 책, p. 31.
25) 위의 책,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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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전하였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설교를
통해 그 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였고, 한 사람은
설교 때문에 자신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옳았
다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있어서 설교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 내용과 방법을 유심히 살펴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에
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베드로는 그날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향하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행 2:14), “이스라엘 사람들아”(22절), “형제들아”(29
절)라고 부르고 있다. 이에 비해 스데반은 청중들을 향하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행 7:51),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52절),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52절)라고 말하고 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였다(행 2:37).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행 7:54). 그리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처 죽였다.
두 그룹의 청중들은 설교를 듣고 모두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러나 한 그룹은 설교
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였고, 한 그룹은 오히려 돌을 들어 자
신들에게 설교를 한 사람을 처 죽였다.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서로 비슷하였지만, 베드로는 구약
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말하면서 듣는 사람들의 구원에 초점
을 두고 설교하고 있다. 그러나 스데반은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지적이면서 논쟁적이었다. 그는 사람들과 변론(논쟁)을 하였고
(행 6:9), 말로 듣는 상대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았었다.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
로 더불어 변론(argue)할새 ......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행 6:9하-10). 그러나 베드
로는 비록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과 동족애, 그리고 그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얻기를 바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행
2:21). 베드로의 이런 마음은 청중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 결과는 그들이 모두 회개하
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공감하는 설교가 가져다
주는 결과이다.
스데반은 청중들의 머리(head)에다 설교를 하였다면, 베드로는 청중들의 가슴
(heart)에다 설교를 하였다.26) 스데반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지식과 이해를 목적으로
26) Thomas R. Swears, Preaching to Head and Heart (Nashville: Abingdon Press,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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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설교였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였
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변론과 논쟁과 듣는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했다. 그
러나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感動)과 감화
(感化)를 주었다. 이 두 설교자는 오늘 우리에게 ‘변화는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감에서 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엠마오 길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다(누가복음 24장 13-35).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버리고 낙향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
을 자세히 설명해주셨다(눅 24:27).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 대한 질책보다는 하나님
의 말씀(구약)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야되심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다시 말씀해주
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뜨겁게 되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
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32절). 그
들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알았다거나 새로운 사실을 머리로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
는다.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한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부분을 “뜨거운
감동”을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설
명해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
그렇다. 설교의 생명력은 공감에 있다. 설교자와 청중이 함께 공감하고,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청중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된다. 그때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죄와 죽음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며, 사람들을 회
개하고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설교 현장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경우는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허공에 맴도는 공허한 소리가 되기도
한다. 그것은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청중들과 얼마
나 공감을 갖느냐에 달려있다.
가끔 설교를 듣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사람들은 말한다. 오늘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다”고. “가슴에 와 닿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공감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다. 우
리는 이 말을 “은혜를 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설교자는 먼저 그날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
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한다. 그날의 본문과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 대한
설교자의 충분한 이해는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그 결과는 설교자의 설교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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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설교
는 제1청중이신 하나님, 그리고 제2청중인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어야 한다.27)

VI. 나가는 말
오늘 한국교회 설교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왜 설교자들은 설교를 할수록 더욱 힘
들어 하고,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더욱 흥미를 잃어가고 있는가? 여기에는 설교자
의 성서에 대한 해석 방법과 수준, 설교학적 이론에 대한 지식, 설교를 전달하는 능력,
회중들의 설교에 대한 관심과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늘의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학문적
으로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이며, 설교학적으로도 상당한 수준들을 갖추었다. 청중들
역시 교육적인 수준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아져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왜 설교 현장은 생동감을 잃은 채 설교자는 갈수록 지쳐가고 회중들은 더
불어 지루해 하고 있는가?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설교학적 고민과 함께 그 대안으로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학문적 호기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접
근을 해보았다.
우리는 그 동안 설교가 커뮤니케이션(소통)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늘 해왔다.
그러면서 설교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학문적 연구 결과와 방법론들을 제시하고,
이를 설교에 적극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
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두지를 못했다.
인간 내면의 기저(基底)에서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하는 기재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찾을 때, 비로소 설교 현장은 보다 활성화된 커뮤니케이션
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다.
이 글은 여기에 대한 한 대안으로 “공감”을 생각하고, 이를 설교학적 측면에서 이
해하고 적용토록 촉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공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
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27)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설교자들의 설교를 보고 들으시는 분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제1청자(聽者)라고 할 수 있겠다. 설교자는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설
교를 한다는 자각을 언제나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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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에 관한 논찬
이 승 진 박사

(합동신학대학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학)
1. 논문의 내용 소개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설교자가 회중을 대상으로 설교 메시지를 선포하는 설교의
소통이 지나치게 설교자 편향성을 극복하고 회중이 설교자의 설교에 공감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통적인 설교의 관심이 설교의 논리적이고 성경적인
내용과 이를 위한 성경 해석의 근거를 확보하는데 집중하거나, 또는 현대 설교학의 관
심이 주로 회중이 쉽게 수용할만한 설교의 형식이나 논리적인 흐름에 집중해왔다. 하
지만 본 논문은 설교가 설교자와 회중 사이의 쌍방 간의 대화(communication)의 한
유형임을 염두에 두면서 회중으로부터 공감(emphathy)을 얻어낼 수 있는 설교를 강조
한다. 연구자에 의하면 공감(emphathy, Einfühlung)이란 “어떤 주체가 상상 속에서 다
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중이 함께 공감할만한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해야 할
까? 이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는 “목사가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존중하고 그들
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설교에서 갖는 위치와 역할을 진정으로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로 신약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스
데반의 설교를 비교한다.
연구자에 의하면 스데반은 청중들의 머리(head)에다 설교를 하였다면, 베드로는
청중들의 가슴(heart)에다 설교를 하였고, 스데반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지식과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설교였다면, 베드로의 설교는 청중들에게 감동과 공감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였으며,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변론과 논쟁과 듣는 상대를 굴복시키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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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면,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感動)과 감
화(感化)를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결국 한 그룹의 청중은 설교자를 향하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게 하였고, 또 다른 그룹은 오히려 돌을 들어 자신
들에게 설교를 한 사람을 처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2. 논문의 공헌과 기여
본 논문은 현대설교학이 다소 간과하고 있는 설교에서의 청중의 설교에 대한 공
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또 설교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설교가 회중의 공감을 이
끌어내기 위하여 설교자가 청중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관심과 고민을 충분히 경청하
여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입장에서 설교의 메시지를 풀어가야 할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연구자가 소개하고 있듯이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회중의 공감능력은 이전 20세
기의 회중들과 전혀 다르다. 예전의 회중들이 대체로 자신과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
진 사람들이나 타민족 심지어 동물들에 대해서까지 격한 거부감을 가지고 살았다면
오늘날 현대 회중들은 자신과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방 민족들, 그
리고 심지어 동물들, 그리고 예전 같으면 혐오했을 뱀이나 도마뱀, 그리고 북극곰과
같은 멸종 위기에 직면한 동물들에 대해서까지 강한 연민의 정을 공감하는 능력을 발
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인류의 공감능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
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모든 정보가 노출되고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상황
에서 설교자가 회중의 현재 삶에 관한 충분한 공감능력을 가지고 청중의 입장에서 설
교 메시지를 풀어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 논문의 시대적인
적용성은 매우 탁월하다.
3. 발전적인 토론을 위한 질문
① 연구자는 설교에서의 공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신약신학의 근거로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비교하고 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스데반의
설교 메시지는 유대인들이 고집했던 성전과 제사의 폐기와 이를 대체하는 예수 그리
스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의미가 있고, 이러한 대비와 대체는 이후에 바울신학에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의 대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두 설교의 대비를 통
하여 설교에서 회중의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설교학적인 논리가 신약신학의 관점
에서나 본문 주해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재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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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생각된다.
② 설교자의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세
속 문화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아우구스티
누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의 명제를 설교에 적용한다면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신
자들에게 이미 은혜로 베푸신 신앙의 공통분모 혹은 신앙의 기반에 근거하여 그 은혜
를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더욱 풍성하고 풍부하게 증진시켜 가는 목표를 위
하여 설교 사역을 감당한다. 설교에서의 공감이나 여러 음성들의 조화에 관한 이론을
고려한다면, 설교학적인 공감의 출발점과 원동력과 지향성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필자가 판단하기에 설교에서의 회중의 공감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신자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이다. 이미 설교자와 회중에게 하나님께
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과 믿음이 설교 이전에 먼저 선행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설교가
시작되고 설교 메시지가 선포되는 과정에서 설교자의 중요한 책무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을 논리적이면서 (성부의 예정과 성자의 구속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대상으
로) 회중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회중에게 설교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중이 설
교 메시지에 공감할 수 있는 근거는 설교자가 허공 속에 독립적으로나 문화적인 맥락
으로 존재하는 회중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 사
건에 참여하는 회중이 설교자의 설교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근
거나 그 공감의 방향은 설교자의 시야가 회중을 (예정의 대상이고 구속의 대상이며
성령충만의 대상으로 그리고 성화의 완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 먼
저 공감하고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시각이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메시지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각과 그 방향성을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인 회중은 설교 메시지에 공감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말하자면 설교자는
회중을 예정과 구속과 선택,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ordo salutis)을 따라
가기로 성부께서 예정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실행하시는 대
상으로서의 실천신학적인 인간론으로 바라보는 것이 설교에서 회중이 공감하는 설교
를 위한 출발점이다. 그래서 설교메시지에 대한 회중의 공감은 철저하게 말씀을 조명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공감이며, 설교의 출발점이자 귀결점인 하나님 중심적
(God-centered)이고 성령 중심적인 신율론적인 상호작용(theonomic reciprocity)으로서
의 공감이라고 생각된다.
본 논문을 통해서 회중이 공감하는 설교의 중요성, 또는 회중과 함께 공감하는
설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확인한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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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공감과 설교의 실천적 만남: 설교학적 측면에서의
공감에 대한 이해”에 관한 논찬
김 충 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상담학)
본 논문은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공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 설교가
“말씀의 선포”라는 일반적인 성격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공감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찰하고 있다. 이 연구에 대해서 논찬자는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내용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 논문 앞부분에서 연구자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그 바탕이 되는 공감의 원리
에 대해서 기술한다는 점이다.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소통)은 인간 상호간의
공감(共感, empathy)이 형성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설교자는 소통을
말하기 전에 그 소통을 위한 공감에 대해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감이 형성
되지 않은 소통은 일방적이거나 허공에 소리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다. 이
것은 전통적인 설교학에서 왜곡되고 빈약한 문제를 찾아내어 허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설교가 회중에게 들려져야 한다는 점을 중요시할 때 회중들은 들려지는 말에
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둘째, 연구자는 공감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어원과 심리학적인 특성을 중심
으로 기술해 나간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자는 공감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이며 관계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것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관심 있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서 기독교 안
에서도 목회상담학이나 기독교 교육학 분야 등에서 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학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본다는 시각이다. 연구자는 이런 공감의 개념이 상당히 확장되어 여러 영역에서 활용
되고 있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여러 저서를 예로 들고 있다. 다만 연구자는 이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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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의 연구가 설교학 분야에서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임을 역설한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설교에서 사실상의 공감의 적용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연
구자는 이런 공감이 일찍이 신약에서도 이미 적용된 사실에 대해서 입증한다. 여기에
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스데반 집사의 설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바울의
설교 등이 그것이다. 물론 베드로와 스데반은 모두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였다
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대상에서는 ‘이스라엘’과 ‘형제들’이라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기 구원과 죄 회개를 촉구하는 결과를 산출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엠마오 길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설교도 결과적으로 뜨거운 감동을 준 것을 예로 들었다.
이 연구에 대하여 논찬자는 연구자의 기여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이다. 공감은 서로가 소통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상담의 영역에서도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S. Freud)는 공감
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치료자는 공감을 통해서만 내담자나 환자의 심리에 들
어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다. 이런 것은 설교에서 본문과 해석자 사
이 또는 과거의 본문과 오늘의 청중 사이의 ‘다리 놓기’(the bridge paradigm)라는 유
비로 압축될 수 있는 전통적인 설교가, 다분히 현대적인 방법으로 전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전달의 효과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사명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전달을 통해서만 그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설교에서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감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것은 일반적으로 설교는 본문과 해석자가 주체와 객체로 이분화된 설교나, 교리전달
또는 본문의 중심사상의 전달에 치우친 전통적인 설교학을 넘어 새로운 방법의 시도
가 된다는 점에서다.
셋째, 감동의 폭을 넓혔다는 점이다. 설교의 생명은 회중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
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회중이 감동이 없다면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각에서 연구자의 설교에서 공감에 대한 역설은
회중에게 공감을 통하여 감동을 불러일으켜서 심리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공감을 통한 감동은 삶의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는 사건으로서의
해석과 설교 전략이 전제로 됨은 물론이다.
연구자의 논문에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하여 하나를 질문하고 싶다. 그것은 공감
의 중요성이 설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 그것에 대한 실제적으로 연구된 사례
들은 없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설교학이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점에서 그 실천성
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일방적인 설교에서 공감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소
통의 의미를 밝혀준 연구자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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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발표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1)
김 성 민 박사

(협성대학교교수/ 실천신학/ 기독교상담, C.G.융학파국제분석가)

I. 정신분석학과 프로이트
19세기까지 서구의 정신의학은 대부분 프랑스 낭시학파의 샤르코와 쟈네 및 이제
막 잠재의식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려던 조셉 브로이어와 오이겐 브로일러 등을 제외
하고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2) 그러던 정신의학이 현대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프로이트의 공헌이다. 프로이트는 사람들의 정신작용은 의
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영향을 받으며, 무의식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불러일
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이트보다 늦게 정신의학 분야에 진출
한 융은 처음에는 프로이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융이 1907년 프로이
트를 만난 다음 “프로이트는 내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정말 뛰어난 최초의
사람이었다”3)라고 회고한 것은 그 사실을 말해준다. 특히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억
압기제(repression mechanism)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프로이트는 그가 프로이트를 만
나기 전부터 시행했던 단어연상검사(word association test)를 통하여 그가 발견한 무
의식의 정신역동을 확증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와 함께 정신분석학
1) 본 논문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것임을 밝힌다.
2) cf. “프로이트에게 첫 번째 자극을 준 것은 살페트리에 병원의 위대한 스승인 샤르코였
다. 그가 그곳에서 얻은 기초 중 하나는 최면술과 암시에 대한 가르침이었고, 다른 하
나는 히스테리 증상이 환자의 ‘뇌’를 사로잡고 있는 어떤 관념의 결과라고 하는 샤르코
의 인식이었다.” C. G. Jung, 한국융연구원C. G.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인간과 문
화』(서울: 솚출판사, 2004). 346.
3) C. G. Jung, 이기춘, 김성민 역, 『C. G. 융의 생애와 사상』(서울: 현대사상사, 1995).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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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으며, 프로이트는 1910년 뉘른베르크에서 개최된 제1회 국
제정신분석학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융을 추대하였다. 융이 그 당시 유럽에서 횡행했던
반유대 감정 때문에 융을 추대하는 것이 더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융은 그의 임상활동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생각이 언제나 통용되지는 않는
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억압을 일으키는 유일한 기제를 성욕이
라고 주장했는데, 실제의 삶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억압의 원인에
관해서 프로이트는 성적인 외상을 들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사회적응에의 문제라든지 삶의 비극적인 환경이 자아내는 중압감이라든
지 체면 따위 등이 그것이다.”4) 융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콤플
렉스의 기반에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성욕뿐만 아니라 애들러가 주장한 권력의지도 무
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본능에 어떻게 굴복하
는가 하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애들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
의 본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었다.”5)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가
주장한 성욕과 애들러가 주장한 권력의지는 인간의 정신역동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다고 생각하였고, 그런 생각은 그 다음 그의 정신치료에서 중요한 기둥이 되는 남성원
리(eros)와 남성원리(logos)의 기초를 이루게 된다.
융과 프로이트의 결별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그가 1912년에 발표된『영혼의
변환과 그 상징들』이다. 융은 그 책에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의 근간이 되는 리비
도와 근친상간을 다른 각도에서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융이 프로이트의 성욕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융과 프로이트가 만났던 초기부터였다. 융은 프로
이트에게서 비상한 천재성을 발견하였지만 모든 것을 성욕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태도
에는 처음부터 수긍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영혼
에 대한 프로이트의 태도인 것처럼 생각된다. 한 인간 또는 어떤 예술 작품 속에서 나
타나는 영성에 관해서 연급을 할 때마다 그는 그 속에서 ‘억압된 성욕’을 ... 끌어들이
려고 했기 때문이다.”6) 자연히 그 무렵 융이 그가 쓰려는 책의 내용을 프로이트에게
보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전보다 더 강한 긴장관계가 조성되었다. 그때 프로이트
는 융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면서 융이 다른 견해들을 모두 피력해도 되지만, 성
욕에 대해서만은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고, 당신은 리비도에
대한 당신의 그 복잡한 생각들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7) 그러나 융은 프로이트의 범
4) C. G. Jung, 『C. G. 융의 생애와 사상』, 273.
5) C. G. Jung, 『C. G. 융의 생애와 사상』, 283.
6) C. G. Jung, 『C. G. 융의 생애와 사상』, 276.
7) William McGuire(ed), The Freud/Jung Letters(London: Picador, 1979),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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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욕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프로이트와 헤어진 다음 깊은 정신적 위기에 봉착했지
만 그것을 극복하고 프로이트와 다른 길을 갔다.

II. 프로이트와 융
1. 정신에너지론과 상징
프로이트와 융의 생각 사이에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그 기반이 되는 것은 리
비도에 대한 생각의 차이이며, 그것이 두 사람의 결별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라틴어
리비도(libido)는 영어로 desire(욕망)를 뜻한다. 그래서 융은 리비도는 자연 상태에 있
는 일종의 욕구로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추구하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융은 “욕망 혹은 욕구로서의 리비도의 개념은 에너지 상의 정신적 과정에 대한 하나
의 해석인데, 그것을 우리는 욕구의 형태로 체험한다. 그 개념의 바탕이 무엇인지 우
리는 잘 모른다”8)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그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서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작용하는 성충동으로 이해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프
로이트만이 아니라 19세기 말 학자들의 일반적인 태도였다고 루디네스코 등은 주장하
면서 프로이트에게서 리비도는 “인간의 일반적 섹슈얼리티와 특히 유아성애, 정신적
동인을 포함하여 다형적인 경향(성도착증), 자기애와 승화를 포함한다”9)라고 하였다.
리비도는 사람들이 대상에 마음을 정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찾는 성적 욕망이라는 것
이다. 그러나 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별할 수밖에 없었
다.10)
융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때때로 정신질환의 근원이 되기도 하는 리비도가
반드시 성적인 특질(quality)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였다. 리비도는 인간의 모
든 동기, 욕망, 의지의 원천이 되고 정신질환자에게는 성애적 관심뿐만 아니라 관심
전반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리비도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게하는 관심
(interest) 전반 또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 베르그송이 말한 생의 약동(élan vital)
등과 같은 에너지라고 생각하였다: : “우리가 리비도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어떤 특
수한 충동이 아니면서, 그 어떤 영역으로, 즉 권력, 배고픔, 증오, 성욕, 종교 등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에너지의 가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신중한 이해방식이라 할 것이
8) C.G.Jung, 『상징과 리비도』(서울 : 솔 출판사, 2005), 205.
9) E. Roudinesco & M. Plon, 강응섭(외) 역, 『정신분석대사전』(서울: 백의, 2002), 315.
10) cf. “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욕으로서 정의하지만, ‘모든 것’을 ‘성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 성질로 보아 더는 알 수 없는 특수한 충동력이 있음을 인정
한다.” C.G.Jung, 『상징과 리비도』(서울 : 솔 출판사, 2005),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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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욕이라는 질적인 개념으로 보았지만 융은 리비도를 단
순히 에너지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런 식의 해석을 통해서 나는 ‘정
신적 에너지’라는 표현을 ‘리비도’라는 용어와 동일시할 수 있었다.”12) 그렇게 될 때
리비도는 훨씬 더 넓게 사용될 수 있고, 편협한 관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프로이트처
럼 리비도를 성욕이라고만 볼 때 예술 작품이나 종교적 활동 등은 모두 성욕을 승화
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리비도를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에너지(énergie psychique)
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리비도의 대상이 예술 쪽으로 가면 예술 에너지, 종교 쪽
으로 가면 종교 에너지가 되고, 성 쪽으로 향할 때만 성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융은 “그의 논지대로 한다면 문명이란 단지 하나의 웃음거리의 표현에 불과하며,
따라서 성욕의 병적 외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13)라고 주장하였다.
리비도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상징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도 영향을 미쳤
다. 프로이트에게서 리비도는 오직 성욕뿐이기 때문에 리비도의 대상은 모두 성적 대
상일 수밖에 없지만 융에게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프로이트
에게는 꿈에 나타나는 기다란 것은 모두 남성의 성기이고, 움푹 들어간 것은 모두 여
성의 성기로 해석되지만 융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에 대해서 융은 이렇게 말하
였다: “숫 기왓장(수도사)을 암 기왓장(수녀) 위에 올려놓는 모든 기와장이와 ‘남성적’
그리고 ‘여성적’ 열쇠를 다루고 있는 모든 소설을 두고, 특별한 ‘리비도적 부가물’이라
고 만족해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14) 그래서 융은 프로이트가 상징이라
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기호(sign)라고 주장하였다. 상징은 하나의 이미지에 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프로이트가 상징이라고 부르는 이미지는 하나의 의미밖에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힝은 해석학적으로 볼 때 프로이드는 기호학적
(semiotic) 해석방법을 채택하였다면, 융은 상징적(symbolic) 해석방법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는 표현된 것들 속에 억압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려고
했다면, 융은 표현된 것들로부터 미처 다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이
다.15) 그래서 융 학파 분석가들은 꿈을 해석할 때 상징을 다양하게 해석하여 꿈 분석
11) Ibid.
12) C. G. Jung, 『상징과 리비도』(서울 : 솔 출판사, 2005), 203. cf. “정신적 에너지라는
용어는 오랫동안 쓰여왔다. 쉴러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에너지로서의 관점은 폰 그로
트, 테오도르 립스에서도 이용되었다.” C.C.Jung, L‘Energetique psychique, para. 26.
13) C. G. Jung, 『C. G. 융의 생애와 사상』, 276. cf.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정신에너
지의 좁은 개념을 좀 더 넓은 생명-에너지로 확장할 수 있다. ... 그렇게 함으로써 양적
인 관련성을 정신의 좁은 개념을 넘어 전반적인 생물학적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다.” C. G. Jung, L‘Energetique psychique, 34-5.
14) C.G.Jung, 『상징과 리비도』(서울 : 솔 출판사, 2005), 202.
15) Dehing, J. (1992) : 앞의 논문, p183. cf. "이론적으로 비교적 확증된 상징이 존재하지
만 그것을 해석할 때는 그 상징이 내용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 개념상으로 설명 가
능한 것을 암시하지 않도록 매우 엄격하게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Jung, CG.(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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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저항분석, 전이분석을 같
이 한다.
1) 근친상간과 퇴행
리비도와 상징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 차이는 근친상간과 퇴행에 대한 생각에서
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융은 근친상간적 욕망 역시 프로이트처럼 생물학적으로만 보
지 않고,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융은 신경증 환자들이
근친상간적인 꿈을 꿀 때 그것은 그들이 어머니와 생물학적으로 결합하려고 하는 것
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어머니 품에서 다시 태어나려는 욕망이라고 주장하였다. 근친
상간은 신경증 환자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할 때 리비도가 퇴행하여 태모
(Great Mother)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려는 욕망이라는 것이다: “근친상간의
욕구가 성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되려는, 즉 부모의 보호막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독특한 생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16) 이와 같은 융의 생각은 성관계를 하는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꿈에서의 성관계 역시 단순히 성욕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 수준에서
해석할 때는 두 가지 이미지로 표상되는 정신적 요소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동성애적인 꿈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어떤 사람
이 동성애를 하는 꿈을 꿀 때, 그것이 반드시 그의 동성애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족한 남성성이나 여성성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꿈의 해석은 훨씬 더 폭넓게 해석되게 된다.
이러한 융의 생각은 그가 인간을 좀 더 깊은 안목과 역사적인 맥락에서 관찰하였
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융은 사람들에게 성욕은 매우 강력하고 특별한 욕구이지
만 리비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은 그 밖에도 배고픔, 갈증, 수면, 반성(反省), 창조성 등
많이 있으며, 유아에게는 식이(食餌) 욕망이 성욕보다 더 근원적이고, 굶주림에 시달렸
던 원시인들에게는 식이 욕망이 성욕보다 더 지배적이었을 때가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임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에게 리비도가 퇴행할 때 성욕이 활성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생물학적인 성욕만이 아니고, 상징으로서의 성욕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적응에 실패할 때 리비도는 퇴행하면서 재적응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때 성욕이 활성화되는 것은 자신을 통합하여 다시 전체성을 이
루려고 하는 목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리비도의 퇴보는 어린 시절의 수단과 방
법, 무엇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데서 나온 것이다. ... 이로써 리비
도는 다시 전진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전보다 더 고양된 의식의 단계로 발전된다.”17)
: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 솔출판사, 서울, p.
16) C. C, Jung, C. C, 융저작번역위원회 옮김, 『영웅과 어머니원형』(서울: 솔출판사, 2006),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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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비도의 퇴행과 재탄생
근친상간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은 리비도의 퇴행에 대한 융의 생각과 관계
가 된다.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할 때 리비도가 퇴행하여 무의식으로 돌아갈 때
무의식을 활성화시켜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지만, 거기에서도 목적적 의
미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융은 리비도의 운동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주장
하였다. 하나는 진행(progression)이다.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리비도가 대
상을 향해서 바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외부 대상에 리비도를 투여하
여 상황을 인식하고, 이런 저런 행동들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작업들을 수행한다.
다른 하나는 퇴행(regression)인데,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실패하여 리비도가 안
으로 들어와 내적 대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의식은 그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상
황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때 외부 대상에 부어졌던 리비도는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과거 그와 비
슷한 상황에서 그가 문제를 극복했던 자료들을 찾아서 상황에 대한 재적응을 하게 한
다. 물론 리비도가 정체되거나 퇴행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이 활성화되어 우울증에 걸
리거나 여러 가지 정신적 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융은 리비도의 퇴행은 부정
적인 것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능을 발달시키게도 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하였다.18)
리비도가 퇴행할 때 리비도는 제일 먼저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들추어낸다. 그래
서 현재의 삶이 무엇인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꿈을 꾼다. 외부로 방
출되지 못한 에너지는 안으로 들어가서 부모 또는 부모와 관계되는 사람의 이미지들
을 끄집어내는 것이다. 또 어떤 때는 개인무의식을 떠나서 무의식의 더 깊은 층으로
내려가서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리비도가 퇴행할 때 들춰내는 자료
들은 유아성욕과 관계되는 비합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거나 아주 기괴한 것들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속에는 훨씬 더 풍부하고 창조
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에 바빠서 배
제시킨 정신적 내용들이 담겨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리비도의 퇴
행으로 인한 병리현상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삶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지금 실패한 의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융
은 리비도의 퇴행은 삶에 적응하기에 바빠서 그 동안 무시했던 영혼의 문제에 직면하
라는 삶의 요청이라고 강조하였다.19)
17) C. C, Jung, 『영웅과 어머니원형』, 81.
18) Ibid. 53-7.
19) Ibid. 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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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도의 퇴행이 새로운 적응을 모색하려는 정신작용이라는 발견은 융이 프로이
드와 달리 그의 독자적인 심리학 체계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다. 융은 정신질환을 부
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속에서 상징을 읽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증
상들을 단순히 제거해버려야 할 병증으로만 보지 않았고 그 안에서 목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 “ ... 내적 세계의 조건들에 대한 적응으로서의 퇴행은 개성화의 요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생명의 필요로부터 솟아나온다. ... 사람은 자신의 내적 세계
에 적응해야만, 즉 자신과 조화를 이룬 상태에서만 이상적인 방식으로 외적 필요의 요
구들을 충족시킬 수 있다.”20) 융의 이런 생각은 그가 무의식을 프로이드가 무의식이라
고 말하는 개인무의식만 보지 않았고, 집단적 무의식까지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었다. 융은 무의식에는 개인적으로 억압된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의식화되지 않은 집단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2. 꿈의 의미와 해석
1) 프로이트와 꿈
꿈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도 다른데, 그것은 리비도와 무의식에 대한 두 사람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다. 프로이트가 사람들에게 무의식은 의식과 함께 있을 수 없어
서 의식에서 방출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 억압(repression)이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에 반해서 융은 무의식에는 억압에 의하지 않은 정
신적 내용들을 담은 집단적 무의식도 존재하며 그것들 역시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게 될 때, 꿈은 단순히 억압된 자료들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전혀 다른 자료들도 제시한다. 그래서 꿈을 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프로이트는 꿈에는
의식에서 억압된 내용들을 잠자는 동안 실행하려는 소망충족(wishfulfilment)의 기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융은 꿈에는 사람들을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보상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융은 프로이드의 이런 인과론적 해석을 너무 편협한 것이라고 비
판하면서 그 꿈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지 목적적 의미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람들이 꿈을 인과론적이고, 환원론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그 꿈
을 꾼 진정한 목적이 무시되기 때문이다: “... 언제나 ‘무슨 까닭에’(Warum)만을 묻고
그만큼 본질적인 ‘무슨 목적으로’(Wozu)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데, 이것은
환자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21) 융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가장 큰 목적은 사람들의 의
식적인 태도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의식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바
로잡고 전체성을 이루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20) Jung, CG. (1981) : 앞의 책, p61.
21) C.G.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C.G.융저작번역위원회역(서울:도서출판 솔,2000).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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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프로이드는 꿈에는 무의식의 숨겨진 욕망이 담겨 있으며, 그 욕망을 상징적인
방식으로 드러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었을 때는 먼저
그가 "왜 이런 꿈을 꾸는가?" 하는 인과론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꿈은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억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욕구들을 충족
시키는 정신작용이었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자
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의식에 한번 떠올랐거나 떠오
르기 전에 의식에서 쫓겨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꿈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자아의식이 느슨해진 틈을 타고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던 것들이 비집고 나와서 그 소
망들을 충족시키려고 한다.22) 그러나 그것들은 그대로 표출되지 않고 왜곡(distortion)
과 검열(censor)을 거쳐서 나타난다. 그것들이 그대로 표출될 경우 어떤 내용들은 너
무 충격적이라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프로이트의 이런 생각은 그가 인간의 리
비도가 성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각성시 성욕은 억압
되어 있다가 꿈에서 그대로 드러나면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은 성적인 욕망
이 억압되어 있을 때 꿈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충족시키지 않고 상징적인 방식으
로 표현한다. 성기를 상징하는 다리를 쓰다듬는다거나 코를 만지는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꿈의 충격적인 내용을 검열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프로이드는 꿈에는 이중구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꿈에는 그 내
용이 겉으로 드러난 현현된 내용(manifast content)과 꿈의 진짜 의도인 잠재된 내용
(latent content)이 있는데 꿈의 진정한 목적은 잠재된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이다. 앞에
서 예로 든 다리를 쓰다듬는 행동은 현현된 내용이다. 그러나 그 행동의 잠재된 내용
은 성기를 쓰다듬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리는 그것이 몸의 하체에 있고, 기다랗기 때
문에 상징적으로 볼 때 성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 꾼 이는 다리를 쓰다듬
었지만 실제로는 성기를 애무했던 것이다. 이처럼 꿈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
지 않으면서도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 행동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져서 외설
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소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모든 꿈에는 잠
재된 내용이 있으며 그것이 꿈을 꾸는 진정한 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23)
2) 융과 꿈
그러나 융은 프로이트의 인과론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꿈을 목적론적으로 해석해
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였다. 융에 의하면 사람들이 꿈은 정신의 자기조절 기능
에서 흘러나와서 의식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꿈에서는
종종 의식에서 억압되거나 주목받지 못하거나 몰랐던 것들이 등장하고, 그것들이 중요
22) S.Freud, <<꿈의 해석>>, 김대규 역(서울: 동서문화사, 1978). 136-143.
23) S.Freud, <<정신분석입문>>, 구인서 역(서울 : 동서문화사, 1975). 8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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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겨진다 : “꿈은 상황을 교정한다. 꿈은 아직 그 상황에 속하며 그것으로써 그
사람의 자세를 개선하는 바로 그것을 제시한다. 우리의 분석에서 꿈의 분석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24)
융이 꿈의 보상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무의식관과 관계가 깊다. 그에 의
하면 인간의 무의식은 의식에서 억압된 것들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의식의 모태가 되
며 의식과 더불어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정신요소이다. 무의식은 의식이 폐
기한 것들을 담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의식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모태가 된다는 것
이다. 그래서 무의식은 의식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느라고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버린
것들을 의식에게 알려주고, 정신적인 균형을 잡아주면서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게 한
다. 무의식은 의식의 일방성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의식에서 아
주 중요한 부분이 무시당하고 사라질 때마다 무의식에서는 그것을 보상하려는 작용이
생겨난다.”25) 그래서 융은 자아-의식을 정신의 전체와 혼동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야한다고 역설하였다.
자연히 융은 꿈을 인과론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더 많은 경우 목적론적으로 파악
하려고 하였다.26) 모든 정신활동에는 고유한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꿈 역시 마찬가지
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은 꿈을 해석할 때 언제나 그 사람의 의식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서 해석하였다. 꿈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의식이 약화된 틈을 타고 그때그때 의
식의 상황에 따라서 무의식에 배열되어 있던 것들이 나온 것이라서 의식의 상황에 대
한 철저한 탐구 없이는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꿈을 해석할
때 어떤 이미지가 의식의 어떤 태도를 보상하려고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 “나는 꿈을 의식상황과 밀접한 관계에 놓는다. 의식상황에 대한 지식
이 없다면 꿈의 개략적인 해석조차 할 수 없다고 해야겠다.”27) 따라서 융은 꿈을 해석
할 때 꿈에 나온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꿈은 프로이드가
주장한 것처럼 어떤 것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고, 무의식에서 본 그 사람의 정신상태
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융은 메더가 “꿈은 상징적 표현형태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무의식적 상황의 자율적인 자기표현이다”라고 한 말을 자주 인
용하였다.28)
한편 융은 무의식의 보상(compensation) 기능에는 모자란 것을 단순히 채우는 보
24) C.G.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166.
25) C.G.Jung, Problème de l'Ame moderne(Paris: Buchet/Chastel, 1966). 180.
26) cf. 융은 꿈에서 보상적 기능만 보지는 않았다. 그것을 위해서는 C. G. Jung, General
Aspects of Dream Psychology" in CW.VIII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1979). 237-280을 참고하시오.
27) C.G.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140.
28) C.G.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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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complement)의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보상에는 조정이나 수정의 의미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어떤 꿈에서 그 사람의 사고 기능을 보상하는 내용이
나왔을 경우 그 사람은 그것을 의식에 동화시켜서 그 동안 그의 자아가 사고 기능을
너무 많이 사용했던 태도를 교정하고, 감정 기능을 발달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그렇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와 비슷
한 꿈을 계속해서 꾸게 된다. 의식과 무의식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정신의 전체적
인 발달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 “훨씬 많은 사례에서 볼 때 보상은 정상
적인 심적 평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스스로 정신체계의 일종의 자가조정임을
보여준다.“29) 꿈은 언제나 정신의 전체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의식의 태도가 잘못
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수정하도록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인격의 온전한 통합을 향한
커다란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III.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
1. 집단적 무의식의 의미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생각은 융의 독특한 사상이며, 리비도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가 프로이트와 결정적으로 다른 길을 걷게 한 생각이다. 융에 의하면, 집단적 무의
식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은 삶의 상황에서 형성된 개인무의식과 달리 그것
보다 더 깊고, 폭넓은 비개인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개인무의식이 본질적으로
한때 의식이던 것이 잊어버리거나 억압되어 의식에서 사라진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결코 의식에 있은 적이 없고 그래서 일찍이 한 번도
개인적으로 획득되지 않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은 예외 없이 유전 덕택이다.”30) 따라서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은 한 사람의 정신 영역을 무한히 초월하며, 인류가 여태까지 살
아온 모든 정신적 내용들과 관계된다. 집단적 무의식에 대한 융의 생각은 커다란 논란
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집단적 무의식이 유전적으로 전승된다고 주장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융은 사람들이 꾸는 꿈의 주제나 적극적 명상을 할 때 떠오르는 환상의
내용 가운데서 그의 개인적인 경험 세계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산출하게 하는 집단적인 정신적 형(型)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는 설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집단적 무의식은 개별적으로 발전되
29) C.G.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 215-6.
30) C.G.Jung,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서울: 솔출판사,
2002),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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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상속되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선재(先在)하는 형들, 즉, 원형들로
이루어지며 그것들은 비로소 이차적으로 의식화될 수 있고 의식내용에 뚜렷한 형태를
부여한다.”31)
융이 주장한 집단적 무의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점이 된다. 첫째, 집단
적 무의식은 개인적인 콤플렉스나 그림자 등으로 구성된 개인무의식과 달리 본능 및
본능과 관계되는 요소 또는 원형(原型)으로 구성되어 있다.32) 집단적 무의식은 한 개
인의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집단적인 삶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무의식에는 개인적인 욕망과 반대되기까지 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과 기능이 존재하며,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이기도 하듯이, 인간의 정신 역시 개인적이기 만한 현상이 아니
라, 집단적인 현상이기도 하다.”33) 융은 집단적 무의식이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편
적으로 퍼져 있는 “집단적 표상들”(représentations collectives)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각 민족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신이나 귀신에 대한 믿음, 마술이나 주
의(呪醫)의 활동, 선험적 진리에 대한 사상 등은 집단적 무의식을 상정하지 않으면 설
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모든 사람들의 개인무의식을 뛰어넘으면서,
그들의 정신생활을 풍부하게 해 주는 보편적인 토대와 모태(母胎)가 되는 것이다. 그
래서 융은 집단적 무의식을 다른 말로 “객체적 정신”(objective psyche)라고 하였다.
집단적 무의식은 한 개인의 주관적인 특성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정신 내용
인 것이다: “집단적 무의식은 지극히 먼 옛날부터 있어왔던 인류의 체험들이 침전되어
생긴 침전의 결과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세상보다 먼저 생긴 이미지들이며,
사람들에게 선험적인 것이다.”34)
둘째, 집단적 무의식은 유전적인 방법으로 전달된다. 개인무의식이 개인적인 삶의
산물로 형성되는 것과 달리 집단적 무의식은 한 개인의 삶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라
서 유전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학에서 한 개체의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융은 사람들에게 집단적 무의식의 내용 자체가 유전
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인류가 살아왔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이 지배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과 어떤 표상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유전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 “나는 집단적 무의식 안에 있는 어떤
표상이 유전적으로 전해진다고는 전혀 말하지 않았다. 다만 인류의 세습적인 재산 가
31) C.G.Jung, 한국융연구원C.G.융저작번역위원회 역, 『원형과 무의식』(서울: 솔출판사,
2002), 157.
32) C.G.Jung, L‘Energétique Psychique(Paris: Buchet／Chastel, 1981), 104.
33) C. G. Jung, La Dialectique du moi et de l‘inconscient(Paris: Gallimard, 1967), 63.
34) C. G. Jung, Psychologie de l‘I nconscient(Paris: Buchet／Chastel, 1983), 16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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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서 어떤 요소들을 불러낼 수 있는 역량(capacité)이 유전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
.”35) 융은 집단적 무의식의 유전을 증명할 수 있는 예로 신화소(神話素)를 들었다. 신
화소는 그 둘 사이에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를 찾아볼 수 없는 두 민족 사이에서 발
견되는 비슷한 신화적 모티프를 일컫는데,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류가 같은 조상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신화나 설화에서 영웅들은 언제나 어
릴 때 버려지거나 집을 떠나며, 유년시절 고통을 받고, 그를 괴롭히는 괴물을 퇴치하
고, 도움을 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어느 부족의 신화에서 발견되는데 그것
들은 어느 부족이 다른 부족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나오
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융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두뇌의 구조가 지구상에 있
는 어느 곳에서나 같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정신 기능이 어느 곳에서나 비슷하게 작동
하도록 하게 한다. 이런 일들은 집단적인 정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36)
셋째, 집단적 무의식은 사람들의 삶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집단적 무의
식은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면서 그가 이 세상에 반응하는 양식의 살아있는 원천이 되
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단적 무의식은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용들, 문제에 봉착
해서 극복했던 내용들이 집적된 것이라서 사람들에게 최적의 삶을 살게 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 무의식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구원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도 있다. 그런데 융은 인간의 정신 현상 가운데서 이런 내적인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사람들의 꿈에 신화적이며 종교적인 주제가 나타
나는 것은 집단적인 무의식의 활동을 증거하는 것이다.”37)
2. 원형과 그 의미
융은 집단적 무의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원형(archétype)이라고 주장했는데, 원형
은 생리적 기관(organe physique)이 외부 상황의 변화에 신체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정신적 사건에 적응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정신적 기관(organe
psychique)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système fonctionnel)이다 : “이 세상에 있는 병아리
들이 어느 곳에서나 같은 방식으로 알에서 깨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어
디에나 또 어느 때에나 사람들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는 정신적인
기능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38) 원형은 육체적 본능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35) C. G. Jung, Psychologie de l‘I nconscient(Paris: Buchet／Chastel, 1983), 223.
36) C. G. Jung, La Dialectique du moi et de l‘inconscient(Paris: Gallimard, 1967), 63-64.
37) C. G. Jung, La Dialectique du moi et de l‘inconscient(Paris: Gallimard, 1967), 225.
38) C. G. Jung, La Guérison Psychologique(Paris: Buchet／Chastel, 197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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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정신적 반응 기관인 것이다. 융은 원형은 인류의 선조들이 먼 옛날부터 매우
감정적이며(affectif), 눈에 선히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 체험을 한 것들이 침전(沈澱)
되어 정신에 남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모든 원형에는 강한 정동(emotion)
이 담겨져 있으며, 무의식적인 활력의 원천으로서 거대한 정신적 힘이 담겨 있다. 그
래서 사람들은 원형을 사회적이며 정신적인 삶을 조정하는 선험적인 원리로 삼는다:
“원형은 신화에 나오는 주제들이나 그 비슷한 것들을 언제나 새로운 방식으로 재생산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성향이나 가능성인 것이다.”39) 집단적 무의
식의 전수가 유전적이기 때문에 원형의 전수 역시 유전적이다 : “원형의 기원이 어떻
게 되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원형상들은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시기에나 나타나
고 있다. 심지어 문화적인 전파나 이민에 의한 전파의 자취를 찾아 볼 수 없는 곳에서
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40)
그런데 융은 원형이라는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형과 원형상 사이의 구별
이라고 강조하였다. 원형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식으로 행동하도록 커다란
틀로서만 전해지고, 사람들은 각자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따라서 그때그때 구
체적인 내용을 채우면서 산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원형상은 각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느 지역, 어느 집단에
나 “구원자 원형”이 존재하지만, 원형상은 어떤 지역에서는 조상신, 다른 지역에서는
인격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자 원형”은 형
식적인 틀로 전수되고, 그 내용은 각 문화권이나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채워지는 것이
다: “원형이란 그 자체로서는 비어있고, 형식적인 요소이다. 그것은 기껏해야 사람들에
게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들어내는 그릇인 것이다. ... 이 틀은 육체
적인 본능처럼 사람들에게 커다란 틀로서만 전수된다.”41) 원형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
만 매우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결정짓는 반응체계 또는 반응 가능성의 구조
(structure)인 것이다. 그래서 “구원자 원형”의 원형상은 어디에서는 그리스도, 다른 곳
에서는 부처, 또 다른 곳에서는 고도(Godot)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원형은 해당되
는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질(disposition)이나 틀을 말하고, 원형상은 그 안에 담
긴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다.
융은 원형을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동물학에서 각 동물들의 독특한 행
동 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 “행동 양식들”(patterns of behavior)이라고 주장하
였다 : “원형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에서 쓰고 있는 ‘행동 양식’이라는 단어를 정신적인
경우에서 빌어서 쓸 수 있는 개념이다. 즉 원형이란 유전적으로 주어진 어떤 특정한
39) C. G. Jung, Psychologie de l‘I nconscient(Paris: Buchet／Chastel, 1983), 129.
40) C. G. Jung, L‘Hommes et ses Symboles(Paris, P. Royale, 1964), 69.
41) C. G. Jung, Les racines de la conscienc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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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의 내용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양식(mode)을 말하는
것이다.”42) 즉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또 어떻
게 행동하는 것을 원형적으로 타고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
은 본능적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그에 알맞은 행동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동적으로 하
게 된다. 그 이유는 인류는 태초 이래 각각의 상황에서 그에 알맞게 행동해 왔고, 그
것은 인간의 두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융은 원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정동(émotion)과 형상(image)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 “우리는 어떤 표상에 정동과 형상이라는 두 요소가 동
시에 들어있어야만 그것을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어떤 표상이 이미지로만 되어 있
을 경우, 그것은 원형으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러나 거기에 정동이 실리게 되면 그 이
미지는 누멘적인 것으로 된다.”43) 원형에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정동적인 측면이 담
겨 있기 때문에 원형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사람들의 의지
와 관계 없이 자동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원형이란 ... 역동적인 이미지로 되어 있
는 객관적인 정신의 한 요소이다. 거기에 자동성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우리는 그
것을 원형이라고 말할 수 없다.“44) 그래서 원형이 작동할 때 사람들은 역동적으로 행
동하게 되고, 긍정적으로는 물론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의 부정적인 결과가
정신질환에서 나타난다면, 긍정적인 결과는 2002년 월드컵 대회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을 외쳤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원형의 특성에 관해서 융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놀랄
만한 작용을 하는 것은 원형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 내용들이다. 때때로 영혼의 자율
성은 사람들에게 내면적인 음성을 듣게 하거나 환상적인 이미지들을 보게 한다.”45) 융
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神) 체험이나 누미노제 체험 역시 원형에 대한
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암시나 모방에 의한 것이 아닌 종교적인 회
심들은 대부분의 경우 내면적인 어떤 자동성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 회심들은 궁극에
가서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46) 한편 원형적 이미지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원형에 사로잡히고 만다. 민담에서 예쁜 공주나 왕자가 마
법에 걸려서 동물로 변하는 것은 그들이 원형에 사로잡힌 것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그
사람이 어떤 측면에서는 동물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융
은 원형적인 이미지들과 만난 다음에 가장 시급히 해야 하는 일은 우리 자아가 어떻
42) C. G. Jung, La Guérison Psychologique(Paris: Buchet／Chastel, 1976), 254.
43) C. G. Jung, L‘Hommes et ses Symboles(Paris, P. Royale, 1964), 96.
44) C. G. Jung, Psychologie de l‘I nconscient(Paris: Buchet／Chastel, 1983), 195.
45) C. G. Jung, La Guérison Psychologique(Paris: Buchet／Chastel, 1976), 302.
46) C. G. Jung, La Dialectique du moi et de l‘inconscient(Paris: Gallimard, 196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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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 비자아(le non-moi)와 직면할 것인가 하고 묻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아는
원형적인 힘을 의식화하고, 분화시키며, 자아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원형이 가
진 거대한 힘을 분화시키거나 통합하려면 사람들은 원형상으로 나타나는 원형의 상징
적 이미지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 “의식이 원형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해낼 때,
지속적인 변환이 생겨난다.”47)

IV. 자기의 의미와 기능
1. 자기의 의미
프로이트가 의식의 중심인 자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융은 자아뿐만 아니라
자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고, 자기에 대한 융의 생각은 융의 심리학에서 가
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융에 의하면 자기(self)는 정신의 중심이고,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고 있는 전체성(totalite)이며, 정신 속에서 자기-조절을 하게 하는 정신-신체적
이고, 목적론적 원형이다.48) 융이 말하는 자기(自己)는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자기와는
조금 다르다. 자기는 정신 요소들 가운데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담고 있으며, 자아가
환경에 대한 적응 때문에 무의식에 있는 요소들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 정신을 통합하
게 해준다.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핵(核)이며, 정신 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정신요소인 것이다. 그래서 융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image of God)는 자기 원형의 투사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에 의해서 매혹당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사로
잡힐 수 있다 ... 사람들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요소는 ‘신’
(神)으로 표상된다.”49) 그런데 융은 인간의 정신에 전체성으로서의 자기가 있다는 사
실은 인간 정신의 궁극적 목표는 그 전체성을 이루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모든 사
람들은 자기에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자기는 인간 전체의 목표이다. 다시 말
해서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의 전체성과 개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본능적인데, 본능은 그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개인적인 삶을 이루는
모든 것에 관여한다.“50)
융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된다. 첫째, 자
47) C. G. Jung, Métamorphoses de l‘Ame et ses Symboles(Paris: Buchet／Chastel, 1983), 394.
48) Andrew Samuels, 김성민(외) 역, 『C. G. 융과 후기 융학파』(서울: 한국심리치료연
구소, 2012), 209.
49) PER, 161.
50) C. G. Jung, Répons a Job,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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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정신 전체의 중심이다. 사람들은 흔히 자아가 정신 전체의 중심인 줄 알고 그가
지금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들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
신의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정신 전체의 중심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자기인 것
이다: “의식의 중심인 자아를 정신의 전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자아는 다른 수많
은 것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콤플렉스일 뿐이다.”51)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아-중심적
인 태도에서 벗어나 자아가 지각하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세계가 있다는 사
실을 깨닫고 그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하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삶에
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휩싸이고, 심할 경우 정신질환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융은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은 중심을 벗어나서 갈 수 없다. 중심은 목표이고, 모든 것
은 중심을 향해서 있다. 이 꿈을 통해서 나는 자기가 정향성과 의미의 원리이고 원형
임을 알게 되었다.“52)
둘째, 자기는 전체성을 나타낸다.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남성적인 요소들과 여성
적인 요소들, 인간 정신의 밝은 요소들과 어두운 요소들 등 모든 대극적 요소들을 통
합한 전체성(totalite)인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는 모든 대극적
요소들을 통합하면서, 한 사람이 전체성을 이루게 한다: “자기는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을 그 안에 품고 있는 테두리이며 전체 정신의 중심이다.”53) 따라서 자
기는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분화시킨 대극적 요소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
하여 갈등적 상황에 빠질 때 그것들을 통합하면서 다시 정신의 전체성을 이루게 한다.
이러한 자기의 전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원과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기하학적
형상인 만다라 상이다. 그러므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만다라 상을 체험한 사람들은
깊은 정동 체험을 하며, 분열되었던 대극적 요소들을 통합하게 된다.
셋째, 자기는 인간 정신의 목표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모
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정신의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융은 자기-실
현의 과정인 개성화(individuation)는 정신치료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궁
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정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하였다. 자기는 인간 정신의 중
심이고 전체성이며, 잠재성이라서 인간의 정신이 나아가야 하는 최종점인 것이다. 따
라서 자기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크고 작은 정
신적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자기는 의식적인 마음이 바라거나 두
려워하는 것을 떠나서 무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목표가 되는 이
미지이다.”54) 따라서 자기는 인간의 정신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잠재성이 된다. 자
51) C.G.Jung, Types psychologiques(Genève: Librairie de l'Universitée Georg et Cie
S.A., 1967). 478-9.
52) C.G.Jung, Ma Vie(Paris: Gallimard, 1973), 224.
53) C.G.Jung, Psychologie et Alchimie, 269.
54) CW11, para.745. cf. 같은 맥락에서 융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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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서로 반대되는 정신 요소들로 이루어진 인간의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실현되어야 하는 정신 요소인 것이다: ”그것은 더 높이 있는 것을 의식화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을 의식하고 그들을 뛰어넘는 전체성의 상징을
의식하여 그 사이에 관계를 맺는 작업이다.”55) 그런 생각에서 프랑스의 융 학파 분석
가 엘리 윔베르(Elie Humbert)는 융 분석의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융이 자기를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의식과 함께 주체를 형성하고 발달시키는 무의식의 원리로 제시
하였다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정신에는 실현되어야 할 무의식의 원리가 있
고, 그것을 실현시킬 때 인간의 삶은 최적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2. 자기의 기능
자연히 자기는 인간의 정신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자기는 한 사람의 삶에
서 방향을 제시하고, 전체성을 이루게 하며, 중심이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거나 꿈을 꾸게 하는 것도 자기이고, 정신질환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자
기인 것이다. 자기는 사람들에게 전체성을 이루게 하고, 전체성이 깨어졌을 때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기의 기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보상의
기능이다. 융은 개인무의식의 작용들만 살펴보았던 프로이트와 달리 집단적 무의식까
지 고찰하였기 때문에 무의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보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자기는
자아가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발달된 기능만 사용하여 정신의 전체성이 깨어질 때 정
신의 전체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요소를 제시하면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그때 그 사람에게 조성되었던 혼돈 상태
는 종식되게 된다: "자기는 내면과 외부 사이에 생긴 갈등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생
각할 수 있다. ... 자기는 우리가 개인성이라고 부른 운명적인 것의 가장 완벽한 표현
이기 때문에 삶의 목표이다.”56) 그래서 자기는 의식이 지나치게 항진될 때 무의식적인
것들을 제시하고, 무의식이 지나치게 항진될 때는 의식적인 것들을 제시하면서 정신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잡게 한다. 의식의 일방성을 보충하고 교정하는 것이다.
둘째로 자기-조절의 기능이다. 자기는 자아가 일방적으로 작용하여 한 사람의 내
면에서 정신에너지가 정체되어 삶이 혼돈에 빠질 때 자기-조절(self-regulate)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조절의 기능은 다른 각도에서 볼 때 무의식의 보상
55) C.G.Jung, Les racines de la conscience, 306.
56) CW7, para. 405. ”자기는 자아-의식에 대한 보상 작용을 할 때에 기능하게 된다.“
C.G.Jung, Les racines de la conscience, 553. cf. 윔베르는 자기의 보상 기능은 자기
의 전체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보상은 의식의 일방성 때문에 생기며, 자기의 전체
성에서 나오는 역동이다.” E. Humbert, L'homme aux prises avec l'inconscient(Paris
: A.Michel, 1994).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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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인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보상을 통해서 자기-조절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보상은 자기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부르는 이름이고, 자기-조절은 자기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부르는 이름
인 것이다: “변화하는 것들을 다시 통합하고 혼돈 속에 있는 것들에 질서를 부여함으
로써 부조화 상태에 있는 것들과 중심의 둘레에 배열되어 있던 것들은 통일을 이룰
수 있다. ... 의식은 이제 무의식과 다시 이어지고, 무의식적으로 살던 사람은 그의 중
심과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57) 보상과 자기-조절 기능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같지만
작용의 방향을 다른 각도에서 보았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같은 내용의 꿈을 꾸었을 때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보석이 나오는 꿈을 꾸었을 때, 그 의미는 꿈
꾼 이의 의식과 무의식의 균형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다. 즉 그 사
람의 의식과 무의식이 아주 조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나 아주 조화롭지 못할 때도 사
람들은 자기의 상징인 보석이 나오는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때 분석가는 전자의 경우
에는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더 그렇게 살라”고 해석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기는 각 사람에게 그의 내적 상태에 따라서 그가 적절한 형태로 중심을 향해서 나아
가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자기에는 초월적 기능이 있다. 자기는 대극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들과 다른 제3의 자리에서 갈등을 중재하며 통합하는 것이다: “왼쪽의 세력들이
오른쪽 세력들처럼 진실이라면 그것들의 합일만이 두 성질을 모두 포함한 제3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 이로부터 생겨나는 제3의 것은 대극들로부터 자유롭고 도
덕적 범주들의 저편에 있는 형상이다.”58)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가 정
신의 대극적 요소들을 동시에 포함하는 전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는 자아
가 아니라 자아의 위에 있으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체성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이는 ... 그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든지 간에 자기가 혼돈된 상황을 효과적
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다.”59) 그러나 융이 여기에서 말하는 초월적 기능이라는 말은 종
교적인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성향 사이에서 갈등에 빠질 때 정신에너지
의 정체를 풀고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정신기능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때) 에너지의 정체 상태는 극복되고, 생명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새로
운 에너지를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 나는 이 과정의 전체를 초월적 기능이라고 불렀는
57) C. G. Jung, Les racines de la conscience, 321-2..
58) Ibid., 302. 315.
59) cf.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살펴볼 때, 자기는 그 안에 의식적인 내용들과 무의식적인
내용들을 모두 나타내기 때문에 초월적인 개념이다.” C.G.Jung, Aion(Paris: Albin
Michel, 1983).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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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 이때 ‘초월’은 형이상학적 특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 하나의 태도에서 다
른 태도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60) 자기의 치유적 기능은 자기에 있
는 보상 기능(자기-조절 기능)과 초월적 기능 때문이다.
이런 특성과 기능을 가진 자기는 종종 대극 사이의 균열이 심각하여 통합이 필요
할 때 꿈이나 환상 속에서 만달라, 그리스도, 부처 등 통합, 질서, 중심을 나타내는 상
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융은 “그리스도 상징은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이다.
그 상징은 부처의 상징과 더불어서 자기를 나타내는 상징 가운데 가장 발달되어 있고,
가장 분화되어 있는 상징이다”61)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형상과 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이미지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자기는 인간 정신의 중심과 전체로서 자아가 궁극적으로 개성화(또는 자
기-실현)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까지 혼돈되고 분열된 상태에서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한편 융은 개성화는 직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선
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순례자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며 때
때로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결국 성지에 도달하
는 것처럼 수많은 해체와 통합을 거치면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가
진 개성화 과정과 영적 발달 과정은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 개성화 과정에서 자아가
자기의 인도를 통해서 결국 자기를 실현시키는 것처럼, 영적 발달의 과정에서도 사람
들은 신의 인도를 따라서 나아가다가 결국 성화(聖化) 또는 신화(神化)되는 것이다.62)

V. 정신치료와 영성의 문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정신의 발달과 영성의 관계는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정
신분석가 리주토(Rizzuto)는 사람들이 가진 하나님의 표상은 정신구조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토대가 된다고 주장하였고, 카스(Kass)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
고 그것을 자신의 핵심적 토대로 삼을 때 그의 심리적 복원력은 증가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매스너는 정신치료사는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된 하나
님의 형상의 왜곡을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대 사회의 이와 같은 생각
의 변화는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달라진 정신적 분위기와 맥을 같이 한다. 현대인들은
60) C.G.Jung, Psychological Types(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7).
paras. 827-8.
61) C.G.Jung, Psychologie et Alchimie, 26.
62) 영적 발달의 궁극적 단계에 대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서방교회와 달리 신화(deification)
을 주장한다. 동방교회는 인간의 가능성을 서방교회보다 높게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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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합리주의적이고 물질적인 방향으로 멀리 나아갔지만 이제
그 한계를 목도하고 다시 정신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1944년에는 미국의 심
리학자들 가운데서 58%만이 정신적 발달과 영적 발달의 상관성을 인정하였지만 1998
년에는 82%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63)
물론 현대 이전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와 스
타벅은 20세기 초부터 정신건강과 종교체험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였고, 올포트도 영
성탐구와 종교체험이 정신적 안정과 성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에릭
슨 역시 1963년 인간의 정신발달 모델을 제시하면서 영성의 중요성을 제기한 바 있
다.64) 그러나 그에 관해서 가장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은 C.
G. 융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신경증은 아직 그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영혼의 고통이라고 주장하면서 신경증의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람들이 영혼과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정신치료는 종교적
인 문제이다. 그것은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내전을 벌이는 것처럼 내면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이런 상태는 우리를 미워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용서라는 기독교의 덕
(德)에 의해서 치유될 수 있다.”65)
융에 의하면 현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현대인들에게
는 중세인들이 확실하게 믿었던 형이상학적 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
인들은 그들의 존재를 굳건하게 해줄 수 있는 영적 토대를 찾으려고 하는데, 현대 사
회는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공산주의, 자본주의, 과학주의 등 수많은 주의,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지금 너무 주의,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여 당황하고 있다. 오히려 그런 많은 주의, 주장들은 현대
인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 현대인들이 그것들 앞에서 회의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회의주의는 현대인들에게 삶 전체에 대해서 회의하게 만들고,
현대인들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66) 그래서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물질적 안전과 복지에 대한 이상(理想)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인간 존재의 한 측면만 추구하는 것이지 전체
성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 본능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하나
로 통합된 전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
을 쌓은 사람들도 무의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경증에 빠지곤 한다.
63) W. R. Miller & H. D. Delanney, 김용태 역, 『심리학에서의 유대-기독교적 관점』
(서울: 학지사, 2015), 263-7. 425.
64) E. Erikson, Childhood and Society(New York: Norton, 1963). W. R. Miller & H. D.
Delanney, 『심리학에서의 유대-기독교적 관점』, 263에서 재인용.
65)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London: Routledge & K. Paul, 1962), 274.
66)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22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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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융은 신경증은 정신의 기능 장애로서, 내적 분열을 고지하는 경보(alarm)
라고 주장하였다. 신경증은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
등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대극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어느 한 요소만 일방
적으로 발달시킬 때, 그 통합을 촉구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그래서 융은 현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나타내는 증상은 그들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 발달한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느라고, 영적이고 종교적인 태도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신경증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계몽주의에 어린아이처럼 열중해 있
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무시하는 데서 생겨난다.”67) 융에게 있어서 영혼은
하나의 실체(substance)이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부분으로서 물질적
인 부분과 함께 한 사람의 전체성을 이루는 실체였던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내면에
서부터 본, 살아 있는 육체이며, 인간의 육체는 살아 있는 영혼의 외부적 표상으로서
그 둘은 진정 하나라고 하는 신비한 진리와 우리가 화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의
의식 수준을 초월하려는 시도가 왜 육체 역시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나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68)
그런데 융은 1929년에 발표한 “프로이트와 융의 차이”라는 논문에서 그와 프로이
트 사이의 커다란 차이는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욕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았지만 자신
은 인간에게 성욕 이외에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래서 그는 프로이트가 생각하듯이 그가 프로이트의 성욕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이트가 리비도를 성욕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대
극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인간의 정신에서 성욕의 대극을 이루는 것은 영(spirit)인데
성욕은 영과 통합되어야 전체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융은 많은 환자들은
프로이트가 주장하듯이 억압된 유아 성욕 때문에 고통 받는데, 그것을 치료하려면 영
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신치료에서 하나의 콤플렉스는 그것보
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진 다른 정신요소로 대치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데, 종교는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어왔기 때문이다: “신경증 환자는 그의 존재를 사로잡
으며, 그에게 의미를 주고 그의 신경증 때문에 혼란된 마음을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바라고 있다.”69) 특히 융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유아성을 희생시키고, 내
면의 본능적 충동을 극복해야 하는데, 종교의 희생제의는 그것들을 상징적으로 재연
(再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정신치료 과정에서 그것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려면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있는 리비도
를 희생시켜야 한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있던 리비도를 희생시킬 때, 사라지
67)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73.
68)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250.
69)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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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낡은 세상이다. 이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70) 그래서 정신
치료자는 제도적안 종교가 약화되어 영혼의 고통을 받는 현대인들에게 사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이고, 영적인 태도로
내담자의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희생은 삶에 대한 전적인 포기를
통해서 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족 관계라는 좁은 원 안에 묶여 있던 리비도
는 풀려나와서 좀더 넓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 새로운
삶의 체계 속에서 중심이 되고, 성인으로서 살아가려면 희생이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
이다.”71) 그러나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의식화에만 힘썼지 인간의 영적인 면에는 관심
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융은 아쉬움을 표시하였다.72)

VI. 나가는 말
현대 사화의 정신의학 발전에서 프로이트와 융은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다. 그러
나 두 사람은 같은 정신 현상을 다루었지만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 그
이유는 신경학자로 출발했던 프로이트가 주로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어서 무의식의 작
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던데 반해서 정신과 의사로 출발하여 정신병 환자의 복
잡한 정신역동을 살펴보았던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고찰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신 현상을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하나의 초점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다면,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라는 두 개의 초점으로 살펴보았다는 것이
다. 따라서 프로이트가 신경증은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할 때 생기므로 치료는 억압된
내용을 되살리는데 있다고 강조했다면, 융은 정신질환은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질 때 생기므로 치료는 다시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
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두 사람의 무의식관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프로
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에서 개인적인 측면만 보았다면, 융은 무의식에는 개인무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무의식도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무의식에는 한 개인의 경험
을 무한히 초월하는 집단적인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프로이트의 무의
식은 억압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되지만, 융은 무의식은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된
다. 자연히 정신현상에 대한 프로이트의 설명은 융의 설명보다 훨씬 명료하고 과학적
일 수 있다. 프로이트는 모든 것을 “이것 아니면 저것”(either or)으로 설명하면서 어
느 한쪽을 배제시키지만 융은 “이것과 저것 모두”(both and)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70) C. G. Jung, Métamorphoses de l‘Ame et ses Symboles, 684.
71) C. G. Jung, Métamorphoses de l‘Ame et ses Symboles, 673.
72) C. G. Jung, Modern Man In Search of a Soul,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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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3)
융은 신학이나 종교학에서나 쓰이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정신의학에 최초로 사용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분석심리학에서는 영혼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심리학 가운데는 ‘영혼이 있는 심리학’과 ‘영혼이 없는 심리학’
이 있다고 하면서, 분석심리학은 영혼이 있는 심리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프로
이트의 치료가 현실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융의 치료는 환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게 하면서 현실 적응을 벗어나서 삶의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
한다. 그런 점에서 융의 제자인 마리-루이제 폰 프란츠는 분석심리학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정신분석학적 방식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들보다 치료의 속도는
좀 늦을지 모르지만 삶을 더 깊이 있게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융은
정신분석학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승화 역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
한 자신을 찾게 하지는 못하고 단지 집단에의 적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비판하
였다. 승화란 “사회적으로 용인받지 못하는 욕망을 사회적으로 용인 받을 수 있는 욕
망으로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화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분할되지 않
는 자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화보다 더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는 개
념이다.
이와 같은 융의 태도는 정신치료와 영성(spirituality)을 연결시킬 수 있다. 여기에
서 우리는 두 사람 사이에서 누가 더 옳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두 사람이 보았던 관
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주 명료하고 치밀하게 관찰하였다면,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
계, 특히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작용까지 관찰하면서 인간의 정신
을 더 풍부하게 고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층은 너무 복잡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미로를 헤맬 수도 있다. 그러나 인류가 규명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규명해야 할 것이다.

73)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프로이트 학파의 위니캇은 두 사람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프로이트는 관계의 문제로 풀었는데 융은 종교로 갔다고 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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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에 대한 논찬
김 홍 근 박사

(한세대학교교수/ 실천신학/ 목회와상담․영성심리치료)
김성민 교수의 발표문은 분석심리학의 입장에 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비
교, 차이점, 영성의 문제 등으로 전개한다. 발표문의 단점은 단순히 두 학자의 개념을
개론 형태로 서술하였기에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찬자의 생각은 이러한
단점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어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김성민
교수의 발표문은 캐빈 홀(Cslvin S. Hall)의 『융 심리학 입문서』나 다른 기타 무수
한 융의 분석심리학 개론서들보다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러하다. 본 발표문은 김성민 교수의 개인적 의견을 논술하여 전개한 것이라기 보다는
융의 분석심리학을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의 비교, 차이점, 탁월성, 영성적 적용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저의 논찬문도 비판과 평가의 글
보다는 정신에너지이론과 상징, 꿈의 의미와 해석,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 자기의 의미
와 기능, 정신치료와 영성의 문제 다섯 가지의 개념에 대한 요약과 재해석을 한 뒤에
질문을 하려 한다.
첫째는, 정신에너지이론과 상징이다. 프로이트에게서 리비도는 스스로 만족을 찾
는 성적 욕망이다. 하지만 융은 리비도가 성적인 특질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
였다. 리비도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 관심 전반 혹은 의지, 생의 약동 등
과 같은 에너지로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융에게 있어서 리비도라는 용어는 훨씬 폭 넓
게 사용하였다. 리비도를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신에너지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봄으
로써 리비도가 예술 쪽으로 가면 예술 창조의 에너지로, 종교 쪽으로 가면 종교 에너
지로, 성으로 향하면 성 에너지가 된다.
융에게 있어서 프로이트의 상징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징이 아니라 기호에 불과
하다고 주장한다. 근친상간에 대한 해석도 프로이트와 달리 그들이 어머니와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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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결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서의 어머니 품에서 태어나려는 욕망으로 보았
다. 즉, 상징으로서의 성욕으로 본 것이다. 리비도의 퇴행은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실패
하여 리비도가 안으로 들어와 내적 대상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리비도가 대상을
향하여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 안으로 들어와 과거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그가 문제를
극복했던 자료들을 찾아서 상황에 대한 재적응을 하게 한다. 융은 퇴행은 개성화의 요
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생명의 필요로부터 솟아나온다고 생각함으로써 퇴행을 부정
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았다.
질문 1. 정신에너지를 중독과 연결하여보면, 정신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 긍정적 중독과 부정적인 중독을
낳게 된다. 정신에너지 개념으로 중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
둘째, 꿈의 의미와 해석이다. 프로이트는 꿈은 의식에서 억압된 내용들을 잠자는
동안 실행하려는 소망충족의 기능으로 해석했지만, 융은 통합으로 이끌어가는 보상적
기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꿈 해석의 중요한 점은 인과론적이고 환원론적인 해석이 아
니라, 목적론적 의미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융은 꿈의 목적은 의식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전체성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꿈은 정신의 자기조절
기능에서 흘러나와서 의식의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의식의 보상 기능에는 모자란 것을 단순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나 수
정의 의미까지 포함된다.
질문 2. 윌프레드 비온(W. Bion)에 따르면 꿈은 단순히 밤에 꾸는 꿈(dream)
뿐만 아니라, 그의 좌표 C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신화, 은유, 생각, 비전 등을 포
함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김성민 교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성서는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막4:2),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
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며….”(막4:34). 즉,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론은 은유이다.
비유가 가르침에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영성지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꿈을 영성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
가에 대해서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단적 무의식과 원형이다. 융의 집단 무의식은 콤플렉스나 그림자로 구성
된 개인 무의식과 달리 본능과 관계되는 요소 또는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
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은 유전적인 방법으로 전달되며, 집단 무의식은 한 개인의 삶
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고 보았다.
질문 3.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은 분석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집단 무의식의 원형과 영성의 관계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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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자기의 의미와 기능이다.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핵이며, 정신 속
에서 강력하게 작용하는 정신요소인 것이다. 융은 자기에 대해서 정신 전체의 중심으
로 보았으며, 의식과 무의식, 남성적인 요소들과 여성적인 요소들, 인간 정신의 밝은
요소들과 어두운 요소들 등 모든 대극적 요소들을 통합한 전체성인 것이다. 그리고 자
기는 인간 정신의 목표이다. 자기를 실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
야 하는 정신의 목표이다. 융은 자기실현의 과정인 개성화는 정신치료의 목표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정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한다.
질문 4. 히브리어 네페쉬’( )는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다. 네페쉬의 주된 의
미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또는 “살아있는 모든 것”이다. 따라서 영혼은 살아
있는 모든 것의 생명, 또는 살아 움직이는 중심 핵이다. 네페쉬는 탐욕의 심중(시
78:18), 감정의 원천(사 1:14), 갈망의 자리(시 63:1)로 간주되기도 한다. 영혼은 의
지와 도덕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창 49:6, 욥 7:15) 영혼은 거침돌이
되고 넘어질 수도 있으며, 자유를 남용하고 속박될 가능성을 가지고도 있다. 영혼
은 종교적 생활의 자리이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이다. 예수에
의하면 영혼도 때로는 휴식이 필요하다(마 11:29). 바울이 영혼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신체 안에 있는 생명을 지칭하였다. 신약에서도 영혼은 욕망과 감정의 중심이
다(빌 1:27, 살전 5:23). 그러므로 네페쉬는 자기(Self)라는 말 보다 한 개인의 전
체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잘 표현된 용어이다. 심리학의 핵심용어는 자
기((Self)이다. 융은 영혼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그의 분석심리학에서 도입하였다.
네페쉬와 자기의 개념이 비슷하지만 네페쉬가 한 개인을 더욱 잘 표현하는 용어라
고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정신치료와 영성의 문제이다. 융은 현대인은 그들의 영적 토대를 찾으려
고 하지만 현대 사회는 그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자본주의, 과학주의
등 수많은 주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물질적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이상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그
러한 시도는 인간존재의 한 측면만을 추구하는 것이지 전체성을 이루게 하지 못한다.
질문 5. 융이 말한 그 때보다 지금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이상에 더욱 몰입되어 있다고 본다. 교회는 이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들이 영성적 충만함에 빠질 수 있는 교회의
영성의 방향성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민 교수님의 발표문은 무척 유익하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과 비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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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우월성이 잘 표현되었고, 특히 영성적 적용에 유용함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설
명하였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본 발표문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자료가 되리라 사료
된다. 교수님의 수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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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에 대한 논찬
김 동 영 박사

(한신대학교교수/ 실천신학/ 목회상담학, 기독교영성)
본 논문은 현대 정신의학의 선구자들인 프로이트와 융이 공헌한 점에 대해서 비
판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프로이트와 융이 체계화한 정신의학의 주요
개념들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정신에너지론과 상징, 꿈의 의미와 해석, 집단적 무의
식과 원형, 그리고 자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신치료와
영성의 연관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정신의학 분야에
진출한 초기에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현상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받아들였으나, 점차 그
의 임상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프로이
트가 개인적인 무의식 영역의 정신역동을 분석하는 가운데 억압의 기제로서의 인간의
성욕에 대하여 초점을 두었다면, 융은 개인적인 무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였으며, 또한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
루어내는 보상의 기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저자는 프로이트와 융 사이의 정신의학적 사고에 다른 점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프로이트가 리비도(libido)를 질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정신적 삶에서 작용
하는 성적인 충동으로 이해했다면, 융은 양적인 측면에서 리비도를 인간의 모든 동기,
욕망, 의지의 원천이 되는 정신에너지로 보았다. 프로이트가 기호학적인 해석방법 안
에서 이미 표현된 것들 속에 억압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한 반면, 융
은 상징적인 해석방법 안에서 표현된 것들로부터 미처 드러나지 않은 의미를 찾으려
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은 신경증 환자들의 근친상간적 욕망을 프로이트의 생물
학적인 견해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상징으로서의 어머니 품에서 “새로운 나”로 다
시 태어나려는 욕망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융은 내적 세계의 조건들에 대한 적응으
로서의 리비도의 퇴행은 개성화의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필요로부터 나온
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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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에 의하면, 프로이트가 인과론적 측면에서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의식에서
억압된 내용들이 잠자는 동안 실행되는 소망충족(wishfulfillment)의 기능에 초점을 두
었다면, 융은 정신의 전체적인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의식의 상
황에서 잘못된 것을 조정하고 수정하는 보상(compensation)의 기능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프로이트가 개인의 무의식의 영역을 강조하는 것과는 달리, 융은 한
사람의 정신영역을 초월하여 그것보다 더 깊고, 폭 넓은 인류의 보편적인 무의식, 즉
개인이나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정신적 기능체계로서의 “원
형”(archetype) 혹은 “행동할 수 있는 양식”(mode)을 강조하였다. 프로이트가 의식의
중심인 자아(ego)에 주목했다면, 융은 정신의 중심이고,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전
체성이며, 정신 속에서 자기-조절을 하게 하는 정신-신체적이고, 목적론적 원형인 자
기(self)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자기는 남성적인 요소들과 여성적인 요소들, 인간의 밝
은 면과 어두운 면 등 대극의 요소들을 통합한 전체성으로서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모
든 사람의 정신의 목표이다. 또한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내는 보상의 기능, 인간의 내면에서 정신에너지가 정체되어 나타나는 삶의 혼돈을 극
복하게 하는 자기-조절 기능,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초월적 기
능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정신의 발달과 영성의 관계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을 강조한다. 저자에 의하면, 프로이트는 리비도를 성욕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가운데,
억압되어진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에 몰두했지만, 융은 인간에게 성욕 외에도 영적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융은 인간의 정신에서 성욕의 대극을 이루는 부분을 영
(spirit)이라고 규정하였고, 성욕은 영과 통합되어야 전체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융에게 있어서,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부분으로서 물질적인 부분과 함
께 한 사람의 전체성을 이루는 실체(substance)이다. 융은 현대인들에게 집단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
이고 종교적인 영역들을 존중하지 않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정신의학과 (목
회)상담분야의 발전에 대해 프로이트와 융이 공헌한 점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비록
프로이트가 19세기의 생물학적인 진화론과 유물론적이고 인과론적인 학문적 견해에
기초하여 그의 심리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프로이트는 논리
나 이성의 영역이 아닌 본능과 충동의 영역인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
석하고 관찰하도록 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영역에 대한 탐구는 무의식이 의식화되는
것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자아-방어기제(예, 거부 혹은 억압)를 알도록 했고, 또한 구
체적인 정신요법의 기술들(예, 자유연상 혹은 꿈 해석)이 발전하도록 했다. 한편, 융은
모든 정신병의 근원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프로이드의 환원주의 입장을 극복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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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리비도가 항상 성적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일반화된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
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또한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특히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
는 집단적 무의식의 영역까지 탐구함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의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고찰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내는 과
정, 즉 전인성을 향하여 움직이는 자기실현의 과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다.
둘째, 본 논문은 학문 간의 대화, 특히 신학(/종교)과 심리학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종교심리학적 측면에서, 프로이트와 융은 종교현상을 심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서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종교를 하나의 환상으로서 무력감으로
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 규정하였지만, 융은 종교를 인간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줄뿐 만 아니라, 인간 영혼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위대한 정신치료적 상징체계
들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융은 인간 이해 및 발달에 미치는 종교적인
영역을 부정적으로 보는 프로이트의 견해를 넘어 긍정적으로 보도록 하였다. 저자에
의하면, 융은 신학이나 종교학에서 사용하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정신의학에서 최초
로 사용한 학자이다. 고전적인 기독교 목회신학적 측면에서, 영혼이라는 단어가 “인간
의 내적 능력들을 통일시키는 중앙”으로 묘사되는 것처럼, 융의 분석심리학적 측면에
서, 영혼은 인간의 물질적인 영역과 비물질적인 영역, 그리고 본능의 영역과 영적인
영역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 전체성을 이루게 하는 실체이다. 저자는 융이 자신의 심리
학을 “영혼이 있는 심리학”이라고 주장하였음을 강조하며, 정신치료와 영성이 서로 어
우러져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종교적인 희생제의가 인간 내면의 본능적
충동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융의 의견을 상기시키며, 인간의 정신적 발달
과 영적 성숙의 과정 사이에 상관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본 논문의 정신치료와 영성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온전한 관계를
강조하는 기독교영성이나 문화형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저자에 의하면,
융은 신경증을 “정신의 기능의 장애로서, 내적 분열을 알리는 경보(alarm)”라고 주장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신경증은 사람들이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그림자, 남성성과
여성성 등 인간 정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대극적인 요소들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이
무너질 때에, 온전한 통합을 촉구하는 신호라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분리
와 다름에 기초하여 차별을 강조하는 현대 문화와 문명 속에서, 온전한 통합을 갈망하
는 집단적 신경증을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치료와 영성의 상관
성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혼동과 분열, 그리고 무관심과 고립을 초래하는 문화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대극적 요소들의 상호연결과 어울림에 기초한 관계성을 강
조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논평자는 프로이트와 융이 공헌한 점들이 정신의학과 목회상담분야에서 더욱 효
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논문 전반에 걸쳐서, 저자는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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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주요 개념들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본다. 전
연구들의 업적을 기초로 해서, 좀 더 저자 자신의 정신치료와 영성의 상관성을 드러내
보이는 대안적 방법론이 창의적으로 보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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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프로이트와 융: 갈등과 화해”에 대한 논찬
여 한 구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실천신학/ 상담복지학)
김성민 박사는 C. G. 융학파 국제분석가로 국내에 잘 알려진 융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시다. 김 박사께서 “갈등과 화해”라는 거대 담론으로 심리학의 두 중심인물인
프로이트와 융의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를 표하고 싶다. 프로이트와 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담 및 심리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프
로이트와 융은 여러 가지로 대비되는 점이 많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프로이트의 영향
력으로 인해 종종 융에 대한 관심은 왜곡되어 있기도 하다. 어떤 교과서에는 융을 프
로이트의 제자라고 당당히 소개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프로이트를 융의 좋은 선배나 학문
적 동지 정도로 설명한다. 이런 점에서 김 박사께서 전개하시는 논지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선행지식이 필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논지라고 할지라도 선행지식의 유
무와 그 정도에 따라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변명으로 인식되거나 불필요
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박사께서 제시하는 논지의 핵심은 “프로이트와 융이 같은 정신현상을 서로 다
른 설명의 방식으로 소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관점의 차이를 우열의 차이로 인식하
려는 평면적 시도에 대한 경계를 통해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김 박사는 결론에서 관점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명료화하고 있다.
프로이트는 무의식의 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는
지 아주 명료하고 치밀하게 관찰하였다면, 융은 의식과 무의식의 관계, 특히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작용까지 관찰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더 풍부하게 고
찰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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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프로이트와 융의 전 생애 그리고 여러 연구자들의 고민과 수고가 담겨
져 있으며, 연구자의 통찰과 전문성이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선행지식이 필요하며 다양한 논쟁과 갈등과 오해를 넘어설 수 있
는 학문적 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양을 살짝 넘는 수준에서 이해하기에
는 너무 큰 명제라고밖에 할 수 없다. 프로이트의 환자들과 융의 학문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프로이트의 학문적 성과는 다양한 프로
이트의 환자들과 고뇌의 응답으로가 아닌 결과만 추구하려는 학문적 게으름으로는 이
해할 수 없으며, 다양한 세계의 현상과 시공을 초월하는 융의 통찰로 이해되어야 하는
원형을 비롯한 탁월한 개념들은 구조화의 오류와 원시적 문화라는 교만에 빠지게 한
다. 김 박사께서는 “무의식의 깊은 층에 있는 집단적 무의식의 작용까지 관찰하면서
인간의 정신을 더 풍부하게 고찰”하였다고 융을 평가함으로써 쉽게 빠질 수 있는 학
문적 게으름과 문화적 교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프로이트와 융
을 이해하기 위한 초보적인 지식을 정리해 봄으로써 “정신치료와 영성”과의 연계를
통한 실천신학적 과제에 동참해 보고자 한다.
1.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
최신 의학에 의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공헌은 인간심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신 심리학의 경향을 프로
이트에 동조하는지, 반발하는지에 따라 구분할 정도로 그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프로이트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의
이런 영향력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기틀이 되고 있다. 융 또
한 프로이트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며,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평가하며, 자신
에게 ‘폭넓은 연구와 이해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했다.1) 융과 프로이트는 19살의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동지로서 연합하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1910년 국제정신분석
학회의 초대회장으로 융을 추대할 정도로 신뢰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종
종 융이 프로이트의 제자라거나 후계자였다가 배신한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이는
1) C. G. Jung, 이기춘, 김성민 역, 『C. G. 융의 생애와 사상』(서울: 현대사상사, 1995),
275; C. G. Jung, 조성기 역, 『기억, 꿈, 사상』(서울: 김영사, 2007). 222; 김성민 박사의
‘프로이트보다 늦게 정신의학 분야에 진출한 융은 처음에는 프로이트의 생각을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말은 억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융의 진술에 따라 프로이트의 탁월성과 자신의 학문적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융
의 독자적인 이론의 기반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융보다 19살 연상이었
던 프로이트와의 관계로 인해 종종 융이 제자였다거나 학문적으로 융의 의지와 관계없
이 프로이트 이론을 수용하거나 배신한 것으로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선행자로
서 프로이트의 탁월함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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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프로이트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1929년 독일정신치
료학회의강연에서 융 자신도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대개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관점으
로 치료해 나간다는 고백을 했었다.2) 융은 기본적으로 정신치료의 이론과 방법은 각
각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3) 하지만 프로이트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융은 프로이트의 결별하게 된 이유를 기술하고 있다.
개인 심리의 탐구에서 이룩한 프로이트의 비범한 업적을 어떻게든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내게 추호도 없다. 그러나 정신적 현상을 끼워넣은 프로이트의 개념적 틀은 참
을 수 없을 정도로 편협해보였다.4)
프로이트와의 견해 차이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융의 경험이 축적되고 학문적 성
찰이 깊어지면서 융은 프로이트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정신에너지인 리비도에 대한 이해는 둘의 사이를 결정적으로 갈라지도록 만들었
다. 융은 프로이트와의 결별의 갈래길에서 자신의 주요 의도가 프로이트의 분석에 의
해 왜곡된 것에서 실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5) 융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갈래길을 지
나면서 프로이트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독자적인 행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융의 이런 고민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이트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졌고, 여러 이론들로 발전되기도 했다.6)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태생적으로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험적 세계를 넘
어서는 무의식의 세계를 인식하고 있어도 결국 인간은 경험적 세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융은 꿈의 분석에서 개인적인 토대를 묘사하는 생활사의 역할에 대해
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7) 바탕에서 진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융의 환자
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는데, 본질적으로 융의 정신치료는 앎을 포함한 모든 권위
를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치료자는 이제 행동하는 주체가 아니고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함께 체험하는 자
인 것이다.8)
2) C. G. Jung, 『정신요법의 기본문제』(서울: 솔 출판사, 2001), 40.
3) Jung, 『정신요법』 15-16.
4) C. G. Jung, 『상징과 리비도』 (서울: 솔 출판사, 2005), 9.
5) Jung, 『상징과 리비도』, 9.
6) 이런 움직임의 한 축에는 로저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로저스의 이론의 출발은 프로
이트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영성적 측면에서는 융과 더 가깝다
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로저스는 융과 학문적 동질성보다는 무의식적 경험이나
영성적 측면에서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7) Jung, 『상징과 리비도』,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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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의 말처럼 치료자는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함께 체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융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치료자도 자신의 고유한 인격을 도
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적 상호관계와 작용은 상당히 중요하다.9) 프로이트와 융
의 만남을 위한 선행 작업에서 이 전제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
트와 융의 관계를 조망해서 보면 둘의 연합은 기본적으로 결별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
결별이 결코 부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생태학적 환경에 의한 것에
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현대에 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융과 프로이트의 연합
에서의 결별은 정신분석의 태생기의 미분화의 상태에서 겪는 분화를 위한 개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융과 프로이트는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고 있지만, 둘의 관계
는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2. 가정적 배경의 이해
프로이트와 융은 어릴 적 환경에서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프로이트는 경제적
으로 풍요롭지 못했고, 아버지는 매우 권위적이었다. 반면에 융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고, 오히려 부유한 삶을 살았다. 프로이트의 관심은 매우 권위적인 아버지와 연관
된 심리적 기제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10) 반면 융에게 아버지는 ‘신뢰감을 주면서도
무력함’을 뜻하였고, 오히려 그의 삶은 어머니와의 상징적 관계로 드러나며, 그의 연구
도 여성성이나 모성과 관련한 주제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11) 서른
살이 되어 스테반 성당에서 ‘어머니 교회’를 느끼기도 했었다는 말은 융의 경험의 배
경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관계적 경험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12)
융에게 프로이트는 아버지와 대비되는 상징적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프
로이트는 아버지와 관계를 중심으로 오이디푸스콤플렉스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며, 융
의 주요 주제는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었다.13) 1909년 프로이트와 함께 한 미국여행은
8) Jung, 『정신요법』, 15-16.
9) Jung, 『정신요법』, 20-21.
10) 융은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이트와 아들러 그리고 니체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하고 있
다. 프로이트가 명제를 정경화하려는 의도로 교회와 경쟁하기 까지 했으며, 권력충동과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Jung, 『기억, 꿈, 사상』, 282-290.
11) C. G. Jung, 『영웅과 어머니원형』, (서울: 솔 출판사, 2006), 9.
12) Jung, 『기억, 꿈, 사상』, 26, 김 박사께서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프로이트 학
파의 위니캇은 두 사람 모두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출발하여 프로이트는 관계의 문제로
풀었는데 융은 종교로 갔다고 평하였다”고 설명한다.
13) 구조적으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와 융의 영웅은 대비된다. 이는 동일한 플롯(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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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의 결별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프로이트와 융을 주인공을 하는 영화
‘데인져러스 메소드’에서 융은 아내의 배려로 1등실에 타지만, 프로이트는 3등실에 타
고 여행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14) 프로이트의 환자들도 대부분 여성들이었지만,
융에게 여성은 프로이트의 환자들과는 다른 관계경험을 하였다.
나에게 흥미있는 환자가 없었던 것 같다. 예를 들어 과학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
이나 적어도 뭔가를 이루어 놓은 우수한 사람 말이다. 그냥 끝도 없이 독신녀들만 줄
지어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았다. 나
는 자문하곤 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 그러나 나는 끈기있게 나아갔
다. 최선을 다해 그들을 돌봐주면서 한편으로는 내 연구를 했다.15)
3. 종교적 배경의 이해
프로이트와 융은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과 대비되는 상징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유대교적 관점에서의 신과 종교에 대한 통찰을 하고 있으며, 융은 개신교
적 관점에서의 영성적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마치 기독교가 유대전통에 그 뿌리
를 두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차원에서의 영성적 이해와 접근에서
프로이트를 넘어서려는 융의 태도는 기독교의 역사적 맥락과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 심리학적 측면에서 프로이트와 융의 관계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융을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초대회장으로 추대
한 것은 당신의 반유대 감정에 의한 것이었다. 융은 ‘아버지의 동료들과 여덟 명의 친
척아저씨가 있었는데 모두 목사였다’고 고백하고 있다.16) 이 사실은 프로이트와 융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 가운데 하나이다.17) 종종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프로이트보다 융을 더 반기독교적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융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8) 프로이트는 유대적 세계관과 신앙세계를, 융은 개신교
을 서로 다른 방식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4) Cronenberg, David, “데인저러스 메소드” (A Dangerous Method, 2011년 개봉 영화).
15) Bair, Deirdre, 정영목 역, 『융 - 분석심리학의 창시자』, (서울: 열린책들, 2008), 662;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병약해서 요양생활을 주로 했던 어머니나, 독신으
로 죽은 누이에 대한 경험 등으로 설명될 수는 있다.
16) Jung, 『기억, 꿈, 사상』, 33.
17) 사실(fact)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로 구분할 수 있다. ‘주관적 사실’은 심리적
용어로는 ‘심리적 실제(reality)’라고도 불리며 경험이나 철학 등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
된 결과를 말한다.
18) 전우택, “정신분석과 기독신앙” 「2015년 상담목회와 정신의학의 만남 제1회 정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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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계관과 신앙세계를 가지고 있다. 프로이트는 사실 기독교와 그리스도에 대한 관
심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의 종교에 대한 기술은 유대교적 신앙을 기반으
로 한 신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융은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프로이트와 같은 방식의 신에 대한 무의식적 통찰에서 필수불가결하게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반기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경험적 세계를
통한 진술의 한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유대교적 신앙경험에 기반
한 무의식적 체험을 다루고 있으며, 융은 기독교 전통에서의 신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유대교를 전제하고 있는 종교
라는 인식의 프로이트가 덜 불편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융은 자신의
신앙성숙과정에서의 고뇌를 드러냄에 있어 기독교인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
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신앙에 대한 자아성
찰에 대한 통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융의 심리학은 신앙적 고뇌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 융의 일생과
그의 학문적 성과는 ‘신앙적 주제’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19)
4. 치료적 배경의 이해
프로이트의 탁월성은 그의 환자들을 통해서 나왔다. 프로이트와 융은 정신치료의
문제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프로이트는 의사로서의 치료에 충실했다면,
융은 자아성찰로서의 치료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프로이트는 증상의 개선이나 회복
을 목표로 삼는 반면에 융은 개인의 정신적 발달을 더 중시하고 있다.20) 프로이트 심
리학은 융이 반했던 방어기제로서 “억압”이 그 중심에 있다. 억압은 병을 만들어내는
근원이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억압의 기저에는 본능적인 욕동의 억압이 있
는 것이다. 이 억압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내용들이 더 깊이 숨게 되어 심리현
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억압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프로이트의 병리적 심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이는 리비도에 대한 개념에서 명확하게 나뉜다고 할 수 있다. 병리적
입장에서는 병을 만드는 리비도로서 억압의 내용을 보지만, 성장을 지향하는 융의 입
강과 영성 공동심포지엄」 (한국상담목회협회, 대한기독정신과의사회, 2015), 2.
19) 조성기 교수는 “그는 신을 가리켜 ‘위대한 위험’이라고 규정했다. 섣불리 신에게 접근
했다가는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법이다. 그렇게 위험스럽기는 하지
만 신은 탐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위대한 위험’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나아
가 융이 죽기 2년 전 BBC의 인터뷰에서 신을 믿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나는 신을 압
니다”라는 융의 답을 통해 기독교 영성에 대한 통찰을 준다, Jung, 『기억, 꿈, 사상』 10.
20) Jung, 『정신요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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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억압의 내용이 아니라 성장의 동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21) 더욱이 프로이트 시대의 정신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일반 의
학적 접근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은 프로이트의 주장을 이
해할 수 있다. 김 박사께서 정리한 것처럼 “프로이트처럼 리비도를 성욕이라고만 볼
때는 예술 작품이나 종교적 활동 등은 모두 성욕을 승화시킨 것에 불과하지만 리비도
를 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뜻하는 정신에너지(énergie psychique)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보면 리비도의 대상이 예술 쪽으로 가면 예술 에너지, 종교 쪽으로
가면 종교 에너지가 되고, 성 쪽으로 향할 때만 성 에너지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융의
입장은 프로이트를 이해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22) 이는 리비도를 양적, 질적 개념
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융이 제안하는 것처럼 관점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이
해해야 할 것이다. 프로이트는 보다 의사로서 본질에 집중하였다면, 융은 증상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적 성장과 신앙적 고뇌에 몰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맥락적 이해
융 심리학의 입장에서 프로이트와의 관계는 개성화의 과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된 정신의학의 발전과정이나 융의 심리학적
발전 과정은 모두 “개성화의 과정”으로 이해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이런 점에서 둘의
결별은 예견된 것이며 통합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은 정신치
료의 영역 안에서 대극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학문 경향은 프
로이트와 융의 통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맥락적으로 프로이트와 애들러의 접근이 인
생 전반기에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융의 입장은 인생 후반기를 말하는 융 심리학의
이해에서 통합과 화해를 위한 적절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융의 입장에서 프로이트 심
리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통합을 위한, 그리고 개성화의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
6. 영성적 이해
융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아니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자서전은 전체적으로 영성적 이해와 통찰에 대한 것이라고
21) 이에 대해서 김 박사께서는 “융은 프로이트의 원인론적 해석을 비판하면서 목적론적
해석을 주장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 특히 꿈 분석과 리비도
의 이해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통찰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22) 김 박사께서는 융이 리비도를 단순히 에너지의 “양적인 개념”으로 보았다고 하는 부
분은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오히려 융의 리비도의 개념이 보다 질적
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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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과언은 아니다. 신학적 통찰과 종교적 언어의 사용을 넘어 융은 성서를 주석하기
도 하였다.23) 융의 입장에서 영성적 접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치료자들 중에는 모든 것이 실패 했을 때, 기존의 종교나 또는 종파를 그들
의 마지막 피난처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나는 이러한 노력들이 쓸데없는 것
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매우 올바른 본능에 기초를 두고 있고, 오늘
날의 종교가 아직도 신화시대의 생생한 잔재를 내포하고 있음을 강조해야겠다.24)
7. 갈등과 화해를 넘어 통합으로
융의 종교에 대한 이해는 개인의 정신세계는 물론이고 우주와 기독교라는 거대한
담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융의 영성은 외적 태도에 대한 것에 그치
지 않고 영성적 차원에서 전체성을 향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성민 박사께서
는 이런 점을 잘 정리해 줌으로써 프로이트와 융의 갈등을 분화로 이해하고, 전체성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에게 성욕과 대극을 이루는 것을 영으로 이해
하고 통합해야 전체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프로이트와 융의 핵심을 명확히 해주
며, 대극의 합일을 통한 전체성의 회복이라는 개성화의 중요한 주제를 통해 프로이트
와 융의 갈등을 정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위한 길로써 영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감히
이해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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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1 발표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권 명 수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2014년 4월 16일 아침 이른 시간,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1) 세월호 사건은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100미터가 넘는 강철로 만든
엄청나게 큰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던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해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
망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 과정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했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오랫동안 진통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참사의 중심에서 슬퍼하고 아파했던 세월호 유가족들에
게 우리 사회는 지지와 연대와 이들을 견디고 지탱하게 하기 보다는 외면과 모욕을
하며 유가족을 두 번 울리게 되었다. 한국교회 또한 다르지 않았다. 갈릴리의 예수가
고아,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의 약자들을 지지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일부 몰지
각한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은 성서의 말씀처럼 우는 유가족들과 함께 울어 주기는커녕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을 학대했고 이러한 모습은 기독교 신앙을 갖
고 있던 유가족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가게 했다.
지난 2015년 4월 14일, 기독공보에 ‘세월호 유가족이 교회 떠나는 이유 아세요’
라는 기사에서, 유가족 중의 한 사람은 "세월호 유가족 중 76명의 부모가 기독교인이
었다. 그런데 이중 80%는 다니던 교회를 떠난 것 같다. 그 이유는 교회가 유가족들에
게 이제 (농성을) 그만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
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다며 아픔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고 이들을 위로하는 것이
1) 2015년 가을학기 목회와 상담개론 수업에서 세월호 관련 보고 발제조의 조장 박세현
외 조원들의 수고와 발표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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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 아닌가"하고 반문하게 되었다고 한다.2) 또한 교회가 정부가 보도한 내용만
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유가족 교인들 대부분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
림을 받았다는 느낌 속에 실의에 빠져 있는 상태" 라는 것이다.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시각에서 세월호의 사건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이 세상이 살 만한다는 믿음
이 깨어질 때가 있다. 그러한 때는 제 정신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이다. 이럴 때 당사자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밝히기
위해 타당한 이유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을 때 그들은 힘이 빠진다. 특별히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할 때이다. 2014년 4월 16일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잔인한 결과를 가져온 날이었다.
김제훈 학생의 어머니 이지연 씨는 “저만 삐뚤어지지 않게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어머니는 여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나 실종자 가족들처럼 그렇게 믿
고 살아왔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았다. 김건우 학생의 어머니 노선자 씨는 “하느
님 세계의 정의에 대해 강하게 믿고 살아왔는데......,”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
신지, 참혹한 고통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지를 알고 싶었다. 노선자 씨
는 “하느님”께 대답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도 무관심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자신은 “하느님하고 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들은 세월호 사건 후에 사건의 외부적 원인은 차치하고 스스로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묻고 싸우는 외로운 투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목회적 돌봄을 하는 우리는 이럴 때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을 경험한 이들에
게 어떻게 돌봄을 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돌봄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속
시원하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게 별로 없어 당황스러울 것이다. 말로 다할 수 없는 고
통을 당한 이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일을 겪은 이들에게 이런 일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돌봄 목회자로서 우리는 자식 잃은 부모의 아픔, 가족 잃은 유가족의 아픔을 우
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3) 아니면 엄청난 재앙 앞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린 이
2) 표현모기자, “세월호 유가족이 교회 떠나는 이유 아세요: <세월 1주기 기획> 부주의,
부정확한 말, 피해자에게는 비수,” <기독공보> 2991호(2015년 4월 15일).
https://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7600.
3) ‘치유, 지탱, 안내’의 개념은 시워드 힐트너에게서 가져왔다. 시워드 힐트너, <목회신학
원론>, 민경배 옮김, 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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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을까? 아니면,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을 단지 현 상황을 견디며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탱’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식들을 잃은 참사 앞에 이들의 멍든 가슴을 ‘치
료’하고,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어떻게 ‘안내’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들을 ‘지
탱’(sustaining)하도록 하는데 목회자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듯하다. 왜냐하면, 돌봄 목
회의 ‘지탱’이란,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지해 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말한다. 충격과 상실로 말미암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파손이 생겼을
때 필요하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처럼 대상이 많고 당한 고통의 정도가 엄청나게 클
경우에는 목회적 돌봄 기능인 ‘치유, 안내, 지탱’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2주기를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세월호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
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광화문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촉구하는 텐트도 철거된
상태이다. 2015년 12월 14일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1차 청문회
가 열렸다. 첫모임이긴 하지만 청문회의 성공을 의심케 하는 여러 보이지 않는 ‘손’의
방해가 있다는 주장이 돌고 있다. 여당추천위원들의 사퇴의사 표명과 해양수산부의 현
재 입장과 다른 문건들이 발견되고, 여당 비상임위원들의 불참 등이 있었다는 소식들
을 바라보며 착잡한 마음을 떠나가지 않는다.
이런 현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재난과 같은 고통에 빠진 유족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나
에게 생긴 일처럼 여기며 애통해하는 온 국민을 화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지 묻게 된다.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방해하려는 보이
지 않는 손길을 느끼고 있다. 세월호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하는 유족과 이에 연대하려
는 단체들을 불순세력으로 주장하며 데모하는 극우 보수적 단체들을 목도하고 있다.
이제는 진실 게임을 넘어서 애통해하는 유족을 위로하고, 이미 일어난 참사에 대해 측
은지심을 가진 한 인간의 심정으로 돌아가 상식선에서 문제의 해결를 시도하며 양측
의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작은 걸음은 없을까 고민
하는 와중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이런 시각에서 앞에서 논의한 목회적 돌봄의 3가지 기능은 어려움을 겪은 개인에
게적절하게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집단이나 공동체의 수준으
로 확대되었을 경우에는 개인의 수준에서와는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면
서도 관심의 집단의 현안이 의견이 분열되어 논란의 중심에 서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되었을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더욱더 좁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양자의 차이를 인식하
면서도 서로의 차이를 의식하고 집중하기 보다는, 함께 공유하고 접근 가능한 점부터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현장에서 다루게 되는 현
안들은 거의 대부분이 쉽지 않은 문제들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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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래서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문제 해결
과 요구 사항들이 더디고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직적인 외부 손길이
유족들의 애도과정과 문제 해결과정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아픔을 소유한 당사자인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픔을 표현하면서 이제는 가슴이 아프지만 그들을 가야할 곳으로 돌려보내
고, 뒤에 미해결로 남아있는 좀더 생산적인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이 현재의 상황
에서 무엇일까를 고민해본다. 세월호 사건 2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삶을 다시 시
작하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한 개인의 아픔도 심도있게 엄중하게 당사자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접
근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세월호와 같은 295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보다 적극적이
고 넓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사건의 진위는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이 사
법적 질서를 엄중하게 조사하여 유족들이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
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이들과 연대하는 수많
은 사람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애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곧, 이
들에게 자신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아픔을 표현할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이들의 아픔을 외부로 표현케하고 이를 통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도 함께 그러한 애통의 자리에 들어가 함께 아파하면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유가족의 마음을 견드려줄 수 있게 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리는 의례
(ritual)의 형태를 띤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애도를 위한 의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애통을 표현하는 것만은 아니다. 애도의
순간을 위한 의례는 장소의 중요성 보다는, 유족들이 망자를 애통하는 마음과 자신들
의 아픔이 충분히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애도를 위해서 의례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간과 분위기를 적절하게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애
도의 의례는 애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재연할 수 있기에 의례의 형
태를 띤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유족 당사자와 참가자들이 아
픔을 풀어내고 보낼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것은 의례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면 필요성을 잘 깨달을 수
있다. 반게넵은 의례에 대한 고전인 <통과의례>를 통해 인간의 삶에서 주요한 사건들
이 의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곧, 출산으로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삶의 주요 단계들에서 행하는 특징적 모습이 공통적으로 세 단계의 과정을 통해
- 172 -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4) 곧, 첫 단계의 의례는 분리(separation)의 의례이다. 의례를
통해 전에 속해 있던 집단, 정체성, 세계관에서부터 개인의 분리를 상징하는 의례들로
이루어진다. 목욕이나 옷을 바꿔입는 것, 삭발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둘째 단계는
전이(transition)이다. 개인은 일시적으로 기존의 사회 문화적 형태에서 벗어나 밖에
머무는 상징적 행위를 한다. 숲속 외딴 곳 움막에서 일정 기간을 지내게 된다. 셋째
단계는 통합(incorporation)의 단계이다.5) 이 단계에서는 분리와 전이의 단계를 성공적
으로 거친 개인이 새로운 지위나 질서로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게 하는 의례의 단계
이다. 이 단계에서는 새로운 이름, 지위, 정체성 등을 부여받는다. 이상과 같은 반게넵
의 의례이해는 삶의 특정 단계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이 겪게 되는 과정을 연구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례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공동체 속에서 특별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관계되어 거행하며 사회적 질서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이 있다. 드라이버는 크게 의례의 3가지 효과를 이야기한다. 의례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질서나 우주적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가는 기능을 행한다. 곧,
의례를 통해 인간은 함께 “세상을 보고, 듣고, 만지고, 인지하는 방법”을 질서를 만들
어간다는 것이다.6) 이런 의미에서 의례는 참여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며
이들에게 질서를 제공한다.
의례의 두 번째 기능은 공동체 형성이다. 참여자들은 의례를 통해서 행해지는 삶
의 내용을 의례로 표출하고 경험을 통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 세월
호 참사의 아픈 기억을 의례를 통해 표출하고 녹여냄으로써 참가자들이 서로가 갈등
과 대립의 대상을 넘어 다함께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의례
의 세 번째 기능은 전이(transition)와 변형(transformation)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앞
에서 논의한 통과의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의례를 통해 참가자의 신분의 변화를
지향하는 전이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는 의례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단계로의
내적 변형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유족이나 애통하는 자들에게 가
신이를 애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남은이들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출발을 가능케하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가 세월호 참사의 2주기를 앞두고 관계된 모든 이들을 위해 목회적 돌봄을
다루면서 의례를 강조하고 있다. 이 방법이 존 패튼의 목회신학적 접근에서 강조하는
목회적 돌봄의 3가지 패러다임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패튼은 2000년의 목
4) 아놀드 반 게넵, <통과의례> 전경수 역, (을유문화사, 1985), 40, 52-53.
5) 위 글, 82-83.
6) Tom F. Driver, The Magic of Ritual: Our Need for Liberating Rites that Transform
Our Lives and Our Communities, (Sanfrancisco: Harper Collins, 1991),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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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pastoral care)의 역사를 개괄하여 보면, 크게 3가지 패러다임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7) 고전적, 임상목회적, 공동체적 상황적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고전적 패러다임
은 교회에서 돌봄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돌봄 형태이다. 이 기능은 종교 개
혁을 지나 교역에 역동적 충격을 준 근대 심리학의 탄생까지이다. 임상 목회적 패러다
임은 근대 심리학의 탄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돌봄의 행함에 있어 돌봄의 메시지
를 주고 받는 데 관련된 사람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동체적 상황적 돌봄
의 패러다임은 역사적으로 여러 시기에 드러났으나, 20세기 후반부에 본격적으로 출현
했다고 패튼은 보고 있다. 이 패러다임은 성직자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까지 포함하는
돌봄의 공동체의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상황적 요인
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같은 3가지 패러다임은 각기 나름의 강점을 갖고 있어
현대의 돌봄 목회에 나름의 기여점을 갖고 있어, 어느 패러다임도 일방적으로 경시되
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의례에서는 고전적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영혼을 돌보는 기
능을 수행한다. 애도 모임에서는 단순히 아픔만 고백하지 않고, 인생의 탄생과 죽음의
무상함을 알리는 말씀과 메시지를 의례의 중간에 넣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임상목회
적 패러다임은 유족들과 의례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게 하
고,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가슴에 맺힌 한과 아픔을 서로 나눔을 통해 상당히 가벼워
지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상을 통한 애도의 표시와는 질이 다른 것이다. 문상은 한
번에 그치지만, 애도의례는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자신의 내면을 드러냄을 허용하고
권장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상황적 패러다임이 의례에서 어떻게 기
능하는가는 의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면서,
이를 통해 유족들이 홀로가 아니고, 다함께 애도하는 무리를 심리적으로 일치감을 주
어 상당한 애도를 진전시키게 된다. 이것은 애도 의례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상
문제의 지속적 추구과정에서 공동추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집단적으로 뭉쳐서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을 추진해갈 수 있는 저력을 모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문제 해결에로 나아가는데 의례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유족의 아픔이 몇 번의 의례를 통해 사그러들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진상
규명 등이 단기간의 싸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
이다. 세월호 유족 중의 한 사람이 밝힌 바대로, 자신들의 아이들의 이야기가 잊혀지
고 묻혀지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것이다. 세월호 대책위 유경근대변인은 호소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해주십시오. ‘한달 뒤에도 잊지
않겠습니다.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잊히
7) 존 패튼, <목회적 돌봄과 상황>, 장성식 옮김. (은성, 200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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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리가 잊히는 것입니다.”8) 이 사건은 직접적 당사자인 유족 뿐만 아니라, 이를
보고 충격받고 일상을 정상적으로 살기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이를 기억하며 애도하
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 의례의 과정의 하나로서 세월호 참사를 희생자의 관점
에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족들의 입장을 주변부로 돌리고, 궁
지를 모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 급급한 정부나 여당의 입장이 주가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이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이용하려해서도 안된다. 무수한 생명이 덧없이
희생당한 아픔과 또 다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하여 비분
강개하는 일시적인 반응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책임있는 주체들
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회가 될 때 마다 추모하는 모임을 통해 애도하며 기억해가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27일은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등 강제수용소에서 희생당한 유대인들을
위해 홀로코스트 희생자 추모일로 지키는 날이다.9) 이 날 독일 연방 하원 본회의장에
서는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기 위해 아우슈비츠 해방일에 유대인 생존자를 초
대하여 자신의 수용소 경험을 듣는 행사를 1996년부터 행해오고 있다. 이 때 맨 앞 자
리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자리하고 경청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한 나라의 진정한 추모의 한 모습을 보는 것같았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충돌이 일어나고 있
다. 여기에 보수화된 언론 매체들이 민감한 현안들을 대중들과 소통하고 해결하는 방
향으로 가지 못한다고 여기며 염려하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주최한 1차 청문회 소식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묻혀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의식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유족과 이에 관심있는 이들이 진정한 애도와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을 이어
가는 길이라고 여기게 되어, 이번 주제를 다루어 분석하였다. 그래서 양 측의 입장에
서 공통된 부분을 찾고 이를 함께 소통하며 공유하여 공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부분은 좀더 시간을 두고 다룰 수 있게 각자의 자유에 맡기는
성숙한 자세가 되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자세는 누구나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례에서 가능다하고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는 좀더 진전되어 가
8) 일반 세월호 유족 대변인,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 <경향신문>
2014년 5월 25일 기사에서.
9) 임세정기자, “아유슈비츠서 살아남은 나는 비정상이었다,” <국민일보> 8342호
(2016.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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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며, 또한 많은 이들이 한국의 현장에서 현안이 되어있는 사안을 갖고 연구하여 좀
더 현장에 도움이 되길 소망하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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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정 보 라 박사

(건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상담심리학)
1. 논문의 구성과 전개
본 연구는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경험해 온 고
통을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진상 규
명 및 회복과 화해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애도와 기억의 의례를 제안한다. 연구자
는 유가족이 된 교인들이 교회에서조차 위로와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고 오히려 외면
과 모욕을 더 많이 기억하는 상황에 주목한다. 한국 교회는 유족 당사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참가자들 모두 아픔을 풀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목회적 돌봄
인 애도와 기억의 의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연구자는 반 게넵이 제시한 의례의 분리, 전이, 통합의 단계를 통해 개인과 집단
이 삶의 단계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분의 변화와 내적
변형을 촉진하는 의례의 기능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경험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또한 이러한 의례는 돌봄 사역의 표현이다. 이러
한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논문은 패튼의 목회적 돌봄의 고전적, 임상목회적, 공
동체적 상황적 패러다임을 사용한다. 애도의례는 유족들의 고통을 가라앉히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지속적으로 규명하여 정의 실현과 안전한 국가
를 만들어 가는 힘을 모을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2. 관련 주제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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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과 치유 과정이 개인적 차원에서 감내하고 극
복해야 하는 사적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차원을 포괄하는 애도
의례를 제안하고, 실천신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연구하여 사역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지도록 촉구한다. 논찬자는 사회적 애도를 주
제로 한 이 논문을 읽으면서 연결된 몇 가지 주제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유가족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세월호 희생자들은 수동적으
로 기억되며 희미해져 가는 대상 이라기보다는 사고 이후의 삶을 변화시키며 지탱해
가도록 하는 내적 대화의 상대가 된다. 애도의 시간은 필자가 설명한 대로 “보낼 준비
를 충분히 하는” 시간일 수 있지만 끝내 이대로는(충분한 사건 규명 없이) 보낼 수 없
다는 애통함과 결의를 퍼 올리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애통함과 결의가 공동체적
경험이 되어야 한국 사회는 같이 함께 좋은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는 토양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애도 의례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와 관련한 애도의 의미가 사건 관련 이해 당사자들 뿐 아니라 유가족들에 대한 방관,
연대, 공격 등의 다양한 위치 설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기독교인 유가족들이 신앙의 위기를 경험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적절
한 애도의례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고 이후 경험한 예배 및 목회자, 성도
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 이해와 믿음 생활의 내용을 지지해 주지 못하는 역기능적
이고 파괴적인 상징체계를 강요받았기 때문일 수 있다. 애도의례가 새로운 신앙과 공
동체를 형성하고 유대 경험을 강화하려면 신앙의 위기와 관련된 기독교적 상징체계,
사회, 경제, 문화적 상징체계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논문이 제
안한 애도의례를 통해 함께 발견해가는 신앙은 어떠한 하나님 이해로 나아갈 수 있는
가?
셋째, 이 논문은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유가족 및 “이들과
연대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애도의례를 통해 위로하며 연대할
수 있다고 논한다.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의 형제자매인 10대와 20대 유가족들을 위한
의례에서 어떤 주제를 강조할 수 있는지 연구자의 고견을 듣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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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안 석 박사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상담)
권명수 교수의 논문은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애도 측면에서 분석할 뿐만 아니라
치유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한 매우 필요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권 교수는 논문에서 세월호 참사처럼 대상이 많고 당한 고통의
정도가 엄청나게 클 경우에는 목회적 돌봄 기능인 ‘치유, 안내, 지탱’ 3가지가 모두 필
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권 교수는 세월호 추모 2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도 문제 해결의 실
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비판적 시각에서 지적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권 교수는
‘세월호 참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재난과 같은 고통에 빠진 유족들뿐만 아니라, 이를 바라보고 나에게 생긴 일처럼 여기
며 애통해하는 온 국민을 화해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를 물으면서 치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권 교수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과 이들과 연대하는 수
많은 사람들의 상처입은 마음을 애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특히 의례의 형태를 띤 애도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권 교수가 세월호 참사의
문제 해결에로 나아가는데 의례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은, 유족의
아픔이 몇 번의 의례를 통해 사그라지거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진상 규명 등이 단기간
의 싸움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
다. 권 교수는 기억하되, 유족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책임 있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기회가 될 때 마다 추모하는 모임을 통해 애도하며 기억해가야 함
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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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자는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아쉽게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한 가지 관점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 애도를 위한 애도의 대상과 차원에 따른 애도 작업의 구체성이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참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애도는 세 가지 대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참사로 인해 죽은 자들이며, 둘째,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자들이며, 마지막으로 셋째, 죽은 자를 사랑했던 남겨진 가족이 될 것이다.
각각의 애도 대상 차원에 어떤 치유적 개념을 대응시킬 수 있을까? 우선, 죽은
자를 사랑했던 남겨진 가족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그것
의 극복문제, 즉 애도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둘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심신의 부상자라 할 수 있다. 신체적 외상과 정신적 외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이
다. 정신분석과 같은 심리치료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신체적 외상 너머의 정신적
외상이다. 신체적으로 부상을 당했건 부상을 당하지 않았던 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
들의 트라우마(trauma)에 관심을 갖는다. ‘트라우마’라는 말의 어원은 ‘상처’라는 뜻인
데, 정신과 관계된 용어로 사용되면서 정신적 외상 또는 정신적 상처라는 뜻을 획득하
게 되었다. 셋째, 죽은 자에 대한 사회인류학적이고 법적인 차원에서의 장례와 배상의
문제, 즉 사회정의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추모사업과 철저한 수사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현장을 보존하여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유가
족의 마음을 위로해야 할 것이다. 현장은 일종의 유해이고, 죽은 자들의 흔적이기도
하며, 그것은 곧바로 애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애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남은 자의 기억에 남아 정신적
혼령(?)으로 떠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햄릿의 아버
지가 유령이 되어 햄릿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이다.
우리가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하는 귀신은, 정신분석과 같은 심리치료 차원에서
는 애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애도가 끝나지 않는 한, 죽은 자의 혼령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감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현실적 차원에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
해서라도, 세 가지 차원에서 정의롭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치유상담
의 역할은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치유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광주민주화 항쟁, 대
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이 모두 우리가 기억해야하고 해결해야 과제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광주민주화항쟁은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수없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부상을 당했으며, 유가족, 그리고 살
아남은 자의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광주시민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 항
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항쟁이 미친 심리적 영향은, 뼈 속 깊이
에 새겨져 있음도 알게 되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애도가 잘 이루어져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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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픔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위의 관점(질문)을 통한 보충은 어디까지나 논찬자의 입장으로서, 추후 앞으로의
연구자들의 과제들이며, 본 논문의 우수성에 흠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논찬자는 세월호 사건을 사회적 애도 측면에서 살펴보고, 의례적 측면에서 적절
한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는 권 교수의 글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권 교
수의 논문의 행간을 통해 권 교수의 상처입은 영혼들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한국 사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통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지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음을 고백하고 좋은 논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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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사회적 애도 가능성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수 천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학)
우리 사회의 모순과 슬픔을 극명하게 반영하는 세월호 사건을 목회적 돌봄의 관
점에서 다룬 본 논문의 가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삶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는 신학자로서 저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 사건의 목회신학적 해결을
진지하게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사고 발생 2주기가 다가와도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요원한 현실을
직시하며 연구의 출발점들을 제시하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유족의 고통 치유나 진상 규명등은 한국사회의 현실속에서 단기간에 해결
되기 어려움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 사건으로 가장 큰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일차적으로 그들이 아픔을 표현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과정이후에 삶의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목회적 고민을 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과 정부 사이의 갈등 속에서 양자가 성숙한 화해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출발점에서 저자는 신학적 해결책으로 의례를 통한 목회적 돌봄의 가
능성을 제시한다. 먼저, 의례의 개념을 예배 의식과 관련지어 제시하는데 반게넵의 주
장을 인용한다. 반 게넵에 의하면 의례는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단계의 의례는
분리(separation)의 의례이다. 의례를 통해 전에 속해 있던 집단, 정체성, 세계관에서부
터 개인의 분리를 상징하는 의례들로 이루어진다. 둘째 단계는 전이(transition)이다.
개인은 일시적으로 기존의 사회 문화적 형태에서 벗어나 밖에 머무는 상징적 행위를
한다. 셋째 단계는 통합(incorporation)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분리와 전이의 단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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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거친 개인이 새로운 지위나 질서로 공동체에 통합될 수 있게 하는 단계이다.
저자는 이 의례를 드라이버의 관점에 따라 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며 세
월호 사건에 적용을 시도한다. 첫째, 의례는 참여자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
며 이들에게 질서를 제공한다. 둘째, 참여자들은 의례를 통해서 행해지는 삶의 내용을
의례로 표출하고 경험을 통해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임을 깨닫게 된다. 세월호 참사의
아픈 기억을 의례를 통해 표출하고 녹여냄으로써 참가자들이 서로가 갈등과 대립의
대상을 넘어 다함께 하나의 운명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의례의 전이(transition)와 변형(transformation)의 기능이다. 의례를 통해 참가자의 신
분의 변화를 지향하는 전이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침내 의례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내적 변형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유족이나 애통하는 자들에게 가
신이를 애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고 남은이들의 본래의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새 출발을 가능케하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러한 의례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패튼의 목회적 돌봄과 관련지어 주장
한다. 패튼은 교회사에 나타난 목회적 돌봄을 고전적, 임상목회적, 공동체적 상황적 패
러다임으로 구분하였다. 저자는 고전적 패러다임이 강조하는 교회의 메시지를 통해 영
혼을 돌보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즉, 애도 모임에서는 단순히 아픔만
고백하지 않고, 인생의 탄생과 죽음의 무상함을 알리는 말씀과 메시지를 의례의 중간
에 넣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임상목회적 패러다임은 유족들과 의례에 참가
하는 자들이 자신의 아픈 마음을 토로하고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고통이 가벼워지
게 된다고 주장한다. 문상은 한번에 그치지만, 애도의례는 장시간에 걸쳐 충분히 자신
의 내면을 드러냄을 허용하고 권장되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이다. 공동체적 상황적
패러다임은 의례를 통해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어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주는데 이
것은 진상규명의 추구과정에서 공동추구를 통해 서로 힘을 얻고 집단적으로 추진해갈
수 있는 저력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토론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논찬자는 2015년 11월말에 안산에 마련된 개신교 예배장소에서 본인이 가
르치는 대학원생들과 유족과 함께 하는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다. 예배 순서는 평이한
순서였고 유족의 아픔을 덜어 주기 보다는 유족의 상황을 청취하는 예배가 되었다. 필
자의 제안처럼 아픔을 토로하도록 배려된 예배 순서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필자가 지적했듯이 개신교의 대처가 상당히 실망스러웠음을 모두 알고 있
다. 세월호 사건 진상 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계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
는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토론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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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발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
박 종 환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

I. 들어가는 말
몇 해 전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책이 출판되고 곧이어 영화로 상영된
적이 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화려한 커리어를 가진 성공한 여성으로 멋진 저택과
남편, 파티와 쇼핑을 즐기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원하던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타인이 추구하는 이
상적인 삶이 아닌 자신이 진정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
과 공간을 갖고자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그녀는 일상의 작은 사건들과 만나는 사람
들 그리고 음식을 통해 소박한 기쁨을 깨닫는다. 필자는 이 영화를 보며 소박한 음식
을 먹으며 자유를 경험하는 주인공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이 영화의 제목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아마도 이 세 가지 동사는 인간이
평생 살아가며 추구하는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아닐까? 인간은 누구나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먹는 것과 인간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내면적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끌어가는 인간의
영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욕망은 육체적 욕망이나 관계적 욕망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먹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독
교 신학은 사실 육체와 물질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에서 배제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해
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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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는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다양하게 등장한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
작하시기전 40일간의 금식로 극심한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며 육체와 물질을 넘어서는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입증하신다. 그러나 복음서에 첫 번째 기적으로 기록되어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다. 음식을 지
독히 절제하거나 음식을 풍성히 마련하여 함께 먹는 금식과 축제(fast and feast)의 전
통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고 상징이다.2)
결혼뿐 아니라 장례예식에서도 음식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장례
예식과 관련된 식사는 여러 문화와 종교에서 실행되었다. 특별히, 고대 그레코로만 문
화에서, 묘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이었고 기독교인들은 이 관
습을 순교자들의 죽음을 위한 제의로 발전시킨다.3) 이글에서 필자는 그레코로만 사람
들이 장례예식에서 식사하던 전통을 어떻게 고대의 크리스천들이 죽은 자, 특히 순교
자를 위한 기독교적 장례문화로 발전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성찬으로 발전시켰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그레코로만 장례 식사가 크리스천들의 아가페식사와 성찬으
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글을 통해 종교적 상징이 빛을 잃어가는 오
늘날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형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식사 의례의 상징성과 육체성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II. 죽음의례와 식사
죽음은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는 공동체의 위기이다. 이 위기는 해체적 경험이기
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가 강화되고 재형성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해체적 경험은
개인의 죽음을 둘러싼 가족들과 지인들 사이에 죽음에 대한 원인을 서로에게 전가할
때 주로 발생한다. 반면에 공동체가 강화되는 경험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인해 공동체
가 함께 슬퍼하고 고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공동체내에서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자체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나타난다.
고대의 장례문화에서는 죽은 자와 함께 식사하는 종교적 관습이 있다. 장례에서
의 식사의례는 음식을 함께 먹음으로써 참석자들이 갖고 있는 슬픔을 완화시키는 역
할을 한다.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의 죽음의례는 이러한 특징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한다.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땅에 묻은 지 일년 후에, 남아있는 시신은 가루

1) 박종환, 예배미학, (서울: 동연출판사, 2013), 74-75.
2) 같은 책, 77.
3) Graydon F. Snyder, Inculturation of the Jesus Tradition: The Impact of Jesus on
Jewish and Roman Cultures, (Harrisburg, Pennsylvania: Trinity Press International,
199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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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해되어져서 공중에 뿌려진다. 유가족은 머리뼈를 가져가서 그 안을 적포도주로
채운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유족들이 돌려 마신다. 이 시간이야말로 죽은 자에 대해
산자들이 갖고 있던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리스의 이러한 의례가 보
여주듯이 죽음은 그렇게 노골적이고 본능적인 현실이다.4)
죽음과 관련된 의례들은 깊은 상징성과 동시에 육체적 현실성을 갖고 있으며 특
정한 장소와 시간에 참석자들이 그들의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음식은 유가족들이 감정적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배려를 경험함
으로 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준다. 나아가 살아있는 자들이 죽은 자와 함께 음식을 나
눔으로써, 참석자들은 공동체 또는 공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면에서 죽음 의례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철저히 공동체적 성격을 갖고 있
다. 죽음을 기억하며 시행하는 의례는 인간의 한계와 신적 초월성을 동시에 경험하는
공간이다.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고 하는 슬픔 속에서 한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육체
적, 감각적, 사회적 빈 공간을 함께 나누며 그 육체적 부재는 인간의 기억 속에서 살
아있게 된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물질적 세계 속에서 한사람의
부재가 오히려 때로는 공동체적이고 초월적 경험으로 의례의 참여자들을 이끌어간다.

III. 고대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식사
이교도인 로마인들의 화장 문화에 반대하면서, 초기의 기독교인들과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지하 묘지인 카타콤을 발견한다. 카타콤은 5세기까지 묘지로 사용된다. 좁
은 길 양쪽에 있는 구멍사이에 수천 개의 시신이 묻혀있다. 이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식사를 함께 하기위해서 카타콤에서 모임을 자주
갖는다.
어둡고 좁은 길을 따라가면 양쪽에 고대의 무덤이 있는 구멍들이 보이고 그 길
안쪽에 칼리스투스의 카타콤이 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첫 번째 공식적인
묘지가 바로 칼리스투스의 카타콤이다. 이 카타콤 안쪽에 있는 몇 개의 방에는 일곱
명의 젊은이들이 둘러 앉아 식사를 하고 있는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다.5) 그들은 테
이블 주변에 모여서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칼리스투스의 카타콤의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시대와 이 시대보다 조금 이른 시기의 장례문화에 나타난 그림
들에서 이러한 식사장면은 매우 흔하게 나타난다. 식사를 하고 있는 일곱 명은 반원형
4) Jeannette Batz, “Rituals of grief drained of power,” National Catholic Reporter,
Kansas City: Dec. Vol.36, Iss. 8 (1999): 20.
5) Robert Jensen, “Dining in Heaven,” Bible Review Vol.14, Iss.5 (1998): 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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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테이블 주변에 몸을 기울여 편하게 앉아있고 테이블 위에는 와인 잔과 생선이 담
긴 접시, 그리고 빵을 넣어두는 그릇이 놓여있다. 미술사가인 로빈 젠슨은 초기 기독
교의 예전적 식사 - 장례 만찬, 아가페 식사, 그리고 유카리스트-에 대한 묘사에서 이
러한 만찬 장면이 묘사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만찬 장면은 로마의 장
례예식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식사장면이 정확히 기독교의 성찬을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은 보다 예전적인 텍스트에 의해 정확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6) 이 카타콤
에는 연회장면을 포함한 가장 초기의 기독교 예술이라고 알려진 그림들이 있다.
젠슨에 따르면 이러한 이미지들은 너무 신비스러워서 이러한 만찬 그림들이 무엇
을 의미하는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기 교회의 장례문화, 고대 기독교의 텍스트,
그리고 그 동시대의 이교도 예술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
한다. 젠슨은 이러한 그림들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천국의 이미지였을 거
라고 믿는다. 이 그림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종말론적 기대가 매우 분명하게 묘사
되어 있다. 이러한 만찬 그림이 천국에서 부활이후의 식사와 실제의 장례식사가 결합
된 이미지라고 젠슨은 주장한다.7) 가장 흥미로운 만찬 그림에서는 여섯 명의 참석자
가 그들의 만찬에서 일곱 번째 자리를 채울 죽은 자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 프레스코화는 상징적인 만찬을 통하여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상징하는 로마의
장례예식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프리스코화는 로마에 살았던 이교도인 비비아
(Vibia)의 작은 카타콤에서 발견되었다. 젠슨은 이 프레스코화가 유카리스트나 최후의
만찬을 묘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 그림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일곱 명은 유카리스
트를 하기위해 모였다고 보기엔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 자
들 앞에는 생선과 많은 빵그릇이 놓여있다. 그녀는 이 그림을 이교도인 그레코로만인
들의 식사관습에 영향을 받은 유족들을 위한 천상의 만찬을 묘사한 것으로 본다. 로마
의 그리스도인들의 카타콤 깊숙이 놓여있는 그 위치를 고려한다면, 이 그림은 그레코
로만 아이코노그라피에 뿌리내린 장례예술로서 이해되어져야 한다.8)
이교도와 기독교 어느 쪽이 상대의 이미지를 빌려왔을까 하는 질문은 마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쟁과도 같지만 이러한 차용은 이교 문화로부터 기독교문화
로의 방향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예를 들어, 테이블에 일곱 명의 손님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기독교의 영향 때문일 거란 추측이다.9) 많은 경우에 기독교
예술가들은 묘사하는 그림이 갖는 의미에 심각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교전통
6) Robin Jensen,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 Ar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53-54.
7) Robin Jensen, “Dining in Heaven,” 33-48
8) Robin Jensen, “Dining in Heaven,” 34-37 과 Robin Jensen,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 Ar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0), 55.
9) Robin Jensen,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 Ar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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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이미지를 차용하고 영향을 받았다.
이교적인 만찬이미지는 아주 풍성한 만찬을 통하여 죽은 자의 사후세계를 상징하
는 동시에 세속적 식사의 의미를 반영한다. 그러나 기독교의 만찬이미지는 종말론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종말론적인 만찬은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이는 기독교인들
에게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이미지이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의 시기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다. 그 부활은 하늘의 만찬과 함께 시작된다.10)
만찬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일반적
인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을 내포한다. 그러나 그러한 이교도의 장례 예술에 나타난 사
후세계에 대한 희망은 고대 기독교 예술에 전수되어 결과적으로는 독특한 기독교의
이미지가 되었고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11) 이교문화에서 기독교
문화로 전이 또는 변화의 과정에서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보다는 평행선이 존재한
다고 볼 수 있다. 삼세기와 사세기 초에 이교적 문화로 부터 차용하거나 빌려오는데
어떤 거리낌도 없었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그 당시 유행하던 이미지나 상징들은 사
용된다.12)
이교와 기독교 양쪽 모두에서, 카타콤의 방들은 식사를 하는 자들을 위한 의자와
테이블과 같은 구조물(mensae), 죽은 자를 위한 술을 따르기 위해 웅덩이와 파이프가
놓여있다. 죽은 자를 위한 의자와 음식은 따로 준비가 된다. 죽은 자를 위한 만찬에서
와인, 빵, 케이크, 기름, 과일, 그리고 계란이 제공된다. 제공된 음식의 모양에 따라 움
푹 팬 곳이 있었고 그 모양은 생선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생선은 이러한 만찬에서 자
주 제공되어졌다.13)
이러한 장소는 돌로 만들어진 경계선을 통해 이교의 식사전통과는 분리되어 있으
며 일반적인 예배나 성찬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기억하는 식사 용도로 사용
되어 졌다. 로만 크리스천들이 이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은 자가 그 식사에 함께
있다고 믿었는지 또는 그들이 그 식사를 통해 죽은 자가 상징적으로 힘을 얻고 새롭
게 될 거라고 믿었는지는 분명치 않다.14)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전통에 종말론
적인 의미를 부여했을지라도, 식사 방식자체는 로마의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IV. 레프리제리움 (Refrigerium)
10) Robin Jensen, “Dining in Heaven,” 37
11) Robin Jensen,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 Art, 62
12) 같은 책, 62
13) Robert Jensen, “Dining in Heaven,” 56
14) Robert Jensen, “Dining in Heaven,” 48. 과 Robin Jensen,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 Art, 56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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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의 전통적인 제의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죽은 자의 무덤에서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식사였다. 레프리제리움(refrigerium) 이라고 불리는 이 식사는 고대의 이교
전통을 기독교가 계승한 것이다. 레프리제리움이라는 용어는 "새롭게 하다
(refreshing)”(Latin pre-christian writing), 또는 "차갑게 하다(cooling)" "평화” "고통
의 완화” (Irenaeus), "영원”, "영양을 공급하다” (Tertullian) 등의 의미가 있다.15)
기독교의 refrigeria 는 초기 기독교 저작과 묘비 문에서 알려졌다. 슬퍼하는 이들
은 무덤 바로 위나 근처에 있는 mensa 라고 하는 돌로 만든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비스듬히 둘러앉아있다. 무덤위에 놓여있는 테이블에는 술을 따르기 위한 구멍이 뚫어
져 있고 때로는 특별히 북부 아프리카에서는 그릇과 접시를 놓을 수 있는 홈이 파여
져 있다. 와인, 빵, 오일, 등등의 음식은 무덤이나 무덤 근처에 있는 작은 원형의 탁자
위에 놓여진다. 티롤리안, 아이리쉬, 그리고 유대인들의 철야(wake)에서 그러하듯이
유족들은 큰 탁자 주변에 모여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만찬을 즐기고 죽은 자가
했던 아름다운 선행이나 행위들을 기억하곤 한다.16)
후기 고대의 그레코로만에서는 이교도의 장례 예식과 특별한 자를 위한 기독교의
예식사이에 매우 유사한 평행 관계가 있다. 로마 이외에도 북부 아프리카, 소아시아
와 스페인에서는 장례식에서 음식을 먹는 전통을 갖고 있다. 공간과 형식에 있어 작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죽은 자와 함께 음식을 먹는 기독교의 의례는 이교의 전통을 따르
는 것이다.17)
죽은 자가 묻혀있는 무덤을 방문함으로써, 살아있는 자들은 기뻐하며 흥겹게 음
식을 나누고 즐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죽은 자와 함께 식사하는 장소는 부족이나
지역의 리더의 무덤 또는 기독교의 시대에는 성인들의 무덤 주변이었다.18) 만찬을 나
누는 장소인 무덤이나 묘지 바로위에서는 죽은 자와 산자를 위해서 음식이 준비되어
진다. 무덤에 술을 따르는 행위를 통해, 살아있는 자들은 죽은 자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고 죽은 자는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기대되고 믿어졌다.19)
고고학적인 증거에 따르면,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은 저녁에 춤과 음악, 기도, 그
리고 죽은 자를 기억하며 식사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 묘지
위에 술을 따르는 행위를 하든지 묘지 앞에 있는 테이블에 음식을 준비하였다.20) 만
15) Lizette Larson-Miller, To Imitate Their Perfection: A Comparison of the
Relationship of Christology and Martyrial Liturgy in Sixth Century Gaul and Syria,
Ph.D Dissertation, GTU, 1992, 51.
16) Richard Krautheimer, Studies in Early Christian, Medieval, and Renaissance Art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69), 46.
17) Lizette Larson-Miller, 64.
18) Graydon F. Snyder, 165.
19) Lizette Larson-Miller, 63
20) 같은 책.,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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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이 있는 날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이교 신전이나 유물들 주변에 모일 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진다. 이러한 신전주변에 매장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과 친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에 널리 장려된다. 콘스탄틴이 보다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매장지역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전통은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
자연스럽게 전수된다.21)
특별히 이교적인 장례에서, 죽은 자가 기억되는 것만은 아니고, 그들의 시신에 음
식을 놓는다. 부잣집의 경우에, 장례는 그들의 사회적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요
한 기회가 된다. 그들의 장례식은 또한 공동체 전체가 만찬을 갖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자들의 장례식은 로마와 그리스 도시에서는 공적인 사건이었다. 그들 중 어떤 장례
식은 축제가 너무 사치스럽지 않도록 법에 의해 제제당하는 경우도 있었다.22)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의 장례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은 9일 동안의 애도기간을 마치고 장례식 당일과 죽
은 자의 생일과 조상을 경외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한 날에 묘지에서 만찬을 갖는다.
이러한 만찬은 가족들의 죽음으로부터 기독교 공동체안의 성인이나 순교자들과 같은
특별한 죽음으로 확장된다.23)
식사는 그들의 생일이나 죽은 날에 이루어진다. 순교자의 무덤에서, 그들의 탄생
일(Dies Natalis)에 미사가 진행되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졌
다. 4세기 후반에 로마와 아프리카에서는 탄생일 전날 밤에 성대한 만찬과 축제로 변
하게 된다. 군중들은 술 취하고 시끄러웠으며 만찬은 축제로 발전되어 관리하기가 어
려워졌다. 북아프리카에서 순교자들을 위한 식사(mensae)에서 술 취하고 크게 떠들고
게걸스럽게 먹고 음란한 노래와 춤추는 것이 일상적으로 행해졌다. 400년경 로마에서
도 이러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으며 북아프리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 어거
스틴은 이러한 관습을 비판하였다.24)
이러한 이유로 어거스틴과 암브로스는 성밖의 축제를 금지했고 성인이나 순교자
의 유물을 도시에 있는 지역교회 안으로 가져온다. 교회의 아남네시스 유카리스트 식
사와 순교자들의 영혼(다이모니온)과 함께하는 아가페식사를 하나의 식사로 결합시킨
것은 어거스틴과 암브로스였다.25) 콘스탄틴을 따라서, 어거스틴과 암브로스는 지역공
동체들과 교회의 권력을 결합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죽은 자
를 위한 의례가 지나치게 방만해지는 것을 통제할 수 있었고 사제직과 성직계급제도
21) Graydon F. Snyder, 166-167
22) Veronika E. Grimm, From Feasting to Fasting, The Evolution of a Sin: Attitudes
to food in late antiquity, (London and New York: Routlege, 1996), 38-39
23) Jensen, Understanding Early Christian Art, 55
24) Krautheimer, Studies in Early Chriatian, Medieval, and Renaissance Art, 46.
25) Snyder,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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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강화하였다. 또한 성벽바깥에서 발전된 지역공동체를 성벽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과거를 기억하며 연속성을
갖게 되었고 특별히 죽은 자들을 성실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되어졌다.26)
그러나 일반인들을 기억하기 위해 행해진 묘지에서의 개인적 만찬은 방해받지 않
고 한동안 지속된다. 412년에, 어거스틴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용을 베풀게 되고 단
지 "더 낳은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관습을 행하지 않을 거라고 권고하는 수준에 그친
다. 순교자들의 묘지에서 있었던 만찬은 사라지지만 그들의 묘지근처에서서 있었던 멘
사(mensae)는 제단으로 변형되어 살아남게 된다. 일반인의 묘지에서의 만찬은 변형된
형태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세르비아에서는 사제가 묘지위에 와인을 붓고 그리
스에서는 만성절에 무덤에 밀가루 접시를 올려놓는다.27) 이 시기이후로 기독교 장례
에서의 만찬은 장례예식에서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교도의 조상들이 애도의 첫해에
그랬던 것처럼 일반인이 죽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은 장례식사에서 함께 모이게 된다.

V. 레프리제리움과 유카리스트
사도헌장과 히폴리투스의 규범집을 보면 죽은 자와 함께 식사하는 관습은 시리아
와 이집트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문서들에서는 제의가 너무 지나치게 변질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동방교회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습과 교회의 통제 사이에서
긴장을 서방교회처럼 강하게 유발하지는 않는다. 교회와 유족들은 교회의 유카리스트
와 묘지에서의 레프리제리움(refrigerium)사이에 조화를 이루어간다. 유족들은 죽은 자
와의 식사를 준비하고 교회는 성찬을 준비한다. 레프리제리움의 기능은 식사가 종말론
적인 축제이고 산자와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아
가 유카리스트는 죽은 자와 함께하는 기독교적 식사라는 의미에서 죽은 자와 산자의
교제의 표현이다. 레프리제리움과 유카리스트의 아남네시스는 성찬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28)
이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날의 만찬이 유카리스트에서 현재의 만찬 안으로 침투
해 들어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순간이다. 성찬의 종말론적인 차원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예배문서인 거룩한 예배헌장에서 강조되었다: "지상에서의 예전은 우리가 신
앙의 여정을 통해 다가갈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있을 천상의 예전을 미리맛보고
그 예전에 참여하는 것이다."29)
26) 같은 책., 167
27) Richard Krautheimer, 47.
28) Lizette Larson-Miller, 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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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만찬(banquet)에 의해서 마지막 날의 그림자로서 현재의 예전 속에서 함께 먹
는다는 이미지와 함께 종말(eschaton)이 묘사된다. 마가복음 14:25 에서 예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음식은 미래와 마지막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이다.30)
성찬의 종말론적인 차원은 초기 기독교 순교자들에게 있어 그들이 곧 부르심을
받을 하늘의 만찬을 미리 맛보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매우 중요 했다. 윌리암 캐버나
(William T. Cavanaugh)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역사 안으로 들
어오시는 하나님 나라는 순교와 성찬을 통해 갑작스럽게 드러난다.31) 또한 순교자들
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는 것으로서 기독교공동체는 그 정체
성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순교는 공동체적인 몸을 형성하게 된다. 순교자가 되기 위
해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식별의 과정을 통해 그들을 기억하고 이름을 반
복해서 부르게 된다.32) 이 과정에서 죽은 순교자는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 속에서 그
리고 성찬의 나눔 속에서 살아있게 된다.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3, 4세기 이후로 식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서 성찬의 예전은 다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디다케는 교회의 윤리와 예전, 그
리고 훈련을 담고 있는 일세기 중반에 쓰여진 최초의 문서이다. 이미 이 시대에 아가
페 식사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학자들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디다케 9장과 10장
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예전에 아가페 식사의 흔적이 상당히 남아있다.33)
성찬은 제자들과 함께 했던 유월절 식사를 즈음한 주님의 식사에 기원하고 있다.
성찬의 예전이 엄숙한 상징적 의례가 아닌 일상적 삶의 차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
아가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축하하고 예상하는 종말론적
축제이다.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와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고 하
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잔치를 미리 경험케 하는 식사이다. 성찬은 종말의 기쁨과
영광 중에서 함께 나누는 메시아적 향연이다.34)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 떡과 포도주가 내 입으로 들
어가 내 몸속에서 분해되고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
29) Sacrosanctum Concilium 8, in Documents of Vatican 11, ed. Austin P. Flannery
(Grand Rapids: Eerdmans, 1975), 5.
30) Graydon F. Snyder, 130-131
31) William T. Cavanaugh, “Dying for the Eucharist or being killed by it? Romero’s
Challenge to First-World Christians,” Theology Today, Princeton, Vol 58, Iss. 2
(2001): 186.
32) 같은 책, 181.
33) 박종환, 88.
34) 같은 책,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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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성찬을 통해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느끼고, 만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과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그분을 먹고 마시
며 우리는 그분을 닮게 되고(Imitatio Christi) 이는 곧 성화(Sanctification)로 이어진
다. 이 변화는 존재론적 변화일 뿐 아니라 삶의 변화이고 일상생활의 변화이다. 이는
추상적 신학이 아니라 예배가운데 특히 성찬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적인 현상이
다.35)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적 차원은 우리의 인식과 육체 안에서 활동하고 현재화된
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는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에 각인된다.

VI.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
공동체가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서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우리가 어떤 특
정한 음식을 그 음식에 따르는 어떤 의미를 알고 깨달으면서 먹을 때, 우리는 예전자
체의 기능으로서 자연에 대한 존경심과 더불어 음식이 갖는 상징성을 경험한다. 예를
들어, 유월절식사는 현대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조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식사이며 성
찬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신앙의 조상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예전이다.36)
두개의 예전은 거룩한 이야기와 그들이 먹는 음식을 결합시킨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먹는 것 그 대상이 되어간다. 그들은 그 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과정에
서 이야기를 내면화하며 그 음식의 상징성을 경험한다.37)
유대인들의 유월절 저녁식사는 현대 유대인들과 성전의 파괴와 노예생활과 같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그들의 조상을 연결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재통합의 예전이다.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와 신화들은 테이블에서의 이야기와 결
합되어진다. 조나단 브룸버그-크라우스 (Jonathan Brumberg-Kraus)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음식을 나누는 것은 성서적인 은유를 의례화하는 것이고 이는 유대교와 기독
교의 이야기를 내면화하고 육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38)
음식은 단지 음식의 기능 즉 영양을 공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들이 먹
는 음식과 와인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은 서로 다른 두개의 공동체에
의해서 경험된다. 만찬, 유카리스트, 유월절 축제(pesah), 무교병(matzah)은 그들이 상
징하는 바가 된다. 현재 참석하는 자들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조상, 순교자, 그
35) 같은 책, 76.
36) Adele Reinhartz, “Reflections on table fellowship and community identity” Semeia
Decater, Iss.86 (1999): 231.
37) 같은 글. 231.
38) Jonathan Brumberg-Kraus, ““Not by bread alone...”: The ritualization of food and
table talk in the passover seder and in the last supper,” Semeia, Iss.86 (1999):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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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리스도- 그 음식을 통해 연결된다. 그들은 비록 세대와 죽음에 의해 분리된
그룹이지만,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같은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39) 그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역사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 먹는 음식을 통해 그
룹의 상징적 정체성은 형성되어진다. 음식 예전은 먹고 마시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 공
동체의 정체성은 강화한다. 이러한 예전을 통해서 우리자신은 의례적 상징을 갖게 되
고 우리자신이 그 음식이 상징하는 바가 되어간다.
여러 종교의 제의적 전통에서 음식과 식사라는 주제는 매우 일반적인 유사성을
갖고 있다. 종교제의는 적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적절한 사람들과 함
께 음식을 섭취해야함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함께 먹는 이들 가운데
유대감을 형성하는 식탁교제라는 의미에서 사회적 행위이다. 식탁교제의 사회적 의미
를 생각해보면, 음식과 그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의 상징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다.40)
특별한 음식을 먹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한 음식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만도
아니라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행위자체는 사회적 의미를 갖는다. 음식을 함께 나눈다
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영양공급을 위해 먹는다는 행위이상의 것으로서 관계를 창
조하는 행위이다. 종교적공동체들은 이러한 식사와 관련된 규칙들을 개발함으로써 공
동의 식사와 그들의 활동을 결합시키는 공동적 경험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방식으로
식사는 공동체인 공유된 몸(shared body)을 상징하고 나타낸다.41)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들의 음식을 나누고 제공할 때, 그들은 동시에 사랑과 애정 그리고 우정을 나눈다.
음식은 사람들을 하나로 만든다.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음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타
인을 용납하며 서로간의 애정의 확인을 의미한다.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제공된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의 선행을 거절하는 것이며 나아가 적대감의 표시이기도 하다.42)
종교적 행위로서 축제적인 만찬은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종교적 표현이다. 교제의
식사로서 인간의 식사라는 성격이 성찬과 제의적 식사에서 회복되고 강조될 때, 함께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서 타인과 자신의 삶을 나눈다는 것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무
엇을 의미하는 가를 깨닫게 된다.43) 타인과 함께하는 문화적 공동행위로서 함께 먹
는다는 것의 의미를 현대 사회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는 함께 먹고 마심으로서
생기는 타인과의 공동체적 유대가 아닌 개인적인 식사의 관습으로 대체되고 있기 때
39) 같은 글, 168
40) Reinhartz, “Reflections on Table Fellowship and Community Identity,” 228
41) 같은 글, 232.
42) Carol Bryant et al., The Cultural Feast: An Introduction to Food and Society (St
Paul: West Publishing Co., 1985), 150
43) J. Frederic Holpe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Interpretation, Richmond: Jan. Vol. 48, Iss.1 (1994):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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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정교회와 유대교 전통에서 장례이후의 식사 특별히 일주일간의 직계가족이 슬픔
을 경험하는 시바(shivah) 이후에 첫 식사는 매장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온전한 식사이
다. 로니 요더에 따르면, 그 음식은 이웃들이 준비하여 유가족의 집에서 먹는다. 유족
들이 묘지를 떠날 때, 그 시바(shivah) 식사(위로의 식사, 문자적인 의미는 회복의 음
식)는 죽은 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죽음과 매장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아니눗
(aninut)과 산자의 필요에 초점이 이동되는 매장이후의 사흘간을 의미하는 아벨룻
(avelut)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44)
로니 요더에 따르면 주변의 지인들에 의해 제공되는 음식은 유족들이 그들의 슬
픔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한다.45) 식사는 유족들이 고인이 없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장례음식은 죽은 자를 위한 것뿐만이 아
니라 살아남은 자들과 그 유족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VII. 맺는 말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장례예식은 점점 더 사유화되고 개인화되어가면서 공동체적
인 위로와 애도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현대화되고 도시화되어가며 죽음은 상조회사
와 병원의 주된 사업이 되고 있다. 아주 복잡하고 엄격한 유교의 장례예식은 매우 간
단한 예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개신교도 “기독교 문화”라는 이름아래 이러한 간단
한 예식문화에 일조하고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대의 세계에서는 장례에서 죽은 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종교적인 행위였다. 그레코로만 후기 고대에 묘지에서 행해지는 장례의
축제적 경험은 살아있고 원초적인 경험이었다. 그 식사에서는 죽은 자와 산자의 경계
가 모호해진다. 그 식사는 이교의 종교적 행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레코로
44) 유대교전통에서는 애도하는 시기에 있어 다섯 단계가 존재한다: 1)aninut – 죽음과
매장 사이, 2) avelut – 매장이후에 삼일간, 3) shiva – 매장이후 일주일간, 4)
sheloshim – 매장이후 삼십일, 5) 매장이후 열두달. 특별히 첫 번째 시바 (shivah, the
se’udat havra’ah) 일반적으로 “위로의 식사”으로 알려짐, 문자적인 의미는 “건강을
되찾기 위한 회복의 식사.” 이 음식은 슬픔을 의미하는 달걀과 은혜를 상징하는
음식이 포함된다. Lonnie Yoder, “The Funeral Meal: A Significant Funerary Ritual,”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25, (1986): 154, and Lawrence A. Hoffman, “Rites of
Death and Mourning Judaism,” in Life Cycles in Jewish and Christian Worship,
eds. Paul F. Bradshaw and Lawrence A. Hoffma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6), 218
45) 같은 책,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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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들은 그 장례 식사를 순교자들을 위한 기독교의 장례예식으로 결합하였고 결과적
으로는 유카리스트로 결합시킨다.
어거스틴은 순교자들의 묘지에서 식사하는 것이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지나치게
사치스럽거나 비도덕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이 예식을 비판한다. 그리고 유카리
스트와 순교자들을 위한 아가페식사를 하나의 식사로 결합시키는데 공헌한다. 죽은 자
와 함께 묘지에서 식사하는 것은 시리아와 이집트, 그리고 동방교회에서 계속되었고
세르비아와 그리스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장례식에서의 식사문화와 같은 고대의 관습이 사라져갈 때, 공동체적인 문화의
형성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다. 개인의 죽음이 상조회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그
개인이 죽음은 그가 속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의 정체성에 주는 영향을 상실하게 된다.
고대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장례음식은 죽은 자와 산자, 그리고 이 세계와 다음의 세계
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후에, 기독교는 오직 영적인 음
식만을 허용한다. 대부분의 개신교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가톨릭과 일부의 프로테스탄트에게 있어서 영적인 양식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였다. 이
러한 특별히 지정된 음식의 종교적 의미는 상징과 은유로 취급될 뿐이다.46)
필자는 위에서 살펴본 고대의 예식이 개혁교회 이후에 재해석되어지는 과정에서,
사후세계가 갖는 원초적이고 육체적인 감각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나친 은
유적(metaphorical) 해석은 사후세계에 대한 희망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실존적
인 고통과 아픔을 “영적”( spiritualization)이거나 “사적인”의미(privatization)로만 해석
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고대의 종교예식을 은유적으로만 해석하면 “거룩한” 예전을
위해 우리 삶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추상화시키고 미화하게 되는 것이다.
신학자들은 고대의 언어와 개념을 있는 그대로의 “육체적(physical)” 의미에서가
아니라 “형이상학적(metaphysical)”이고 “은유적(metaphorical)”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오래된 관습은 고대 예전이 갖고 있는 살아 숨 쉬는 의미를 상실하고
“영적인 의미”만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한다. 종교제의 음식의 육체적 성격은 우리
의 몸이 감각과 함께 그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제의 음식을 먹으며 그 제의를 경
험하는 참가자들을 하나의 몸, 공동체로 형성되어 간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성찬 음식의 육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회복할 때, 자기 자
신을 나누는 거룩한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오늘날 지극
히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종교적 경험과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식사의 경험은 함께 먹
고 마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성례전적 삶에서 통합되어져야 한다.
고대 그레코로만 문화에서는 죽은 자와 묘지에서 함께 식사하는 관습을 통해 죽
46) Meredith B. McGuire, “Why Bodies Matter: A Sociological Reflection on Spirituality
and Materiality” Spiritus, Baltimore: Spring, Vol.3, Iss. 1 (200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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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와 산자의 영역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고 얽혀있었다. 묘지에서의 식사는 역설적
으로 죽은 자가 산자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시간이다. 이는 죽은 자와 산자가 한
공간 안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어서 만나는 의미를 갖는다. 장례음식을 나누어 먹
음으로써, 산자들은 죽음을 기억하게 되고 죽은 자들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된다.
분명히, 육체적인 의미에서 죽은 자들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
러한 원초적인 제의를 잃어버릴 때, 죽은 자의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그들
이 이 세상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거절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 때, 우리는 우리
의 삶이 리미널하며 죽음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장례 식사를
나누는 행위는 우리를 리미널한 세계로 인도할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리미널한 것
임을 일깨울 것이다. 죽음은 삶 깊숙이 침투해있다. 죽은 자가 산자에게 음식을 줄 때,
죽은 자는 산자에게 생명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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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논찬
박 해 정 박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학)
공자의 7대손 공빈은 고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서 쓴 『동이열전』에서 우
리나라를 일컬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기록하였다. 그 기록에 따르면, 심지어 공자도
군자의 나라인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기록하고 있다. 외부인들의 시선에 우리 백
성들은 예를 알고, 서로 양보하며, 음식을 서로 먹고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난 2300년 전의 기록과 오늘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비록 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
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예를 갖추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먹기를 좋아하는 백성들
이다. 유치원생들에게까지 배꼽인사를 강요하듯이 가르치는 나라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특별히 개신교는 그 초기 전통에서부터 ‘예를 갖추
고 먹는 것’에 대해서 수용적이지 못했다. 주희가 『주자가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과 오늘의 우리 민족이 지키는 방식이 비록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에게 조상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를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식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죽
은 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마련하고, 죽은 자들은 깨어나서 산자와 함께 먹고 살기 위
한 예식이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예의에 익숙한 한국의 전통 속에 있는 개신교회는
교회가 지난 2천 년의 역사 속에서 행해 왔던 ‘예를 갖추고 먹는’ 성찬의 자리에 대해
서는 매우 불편해 하였다.
한국 개신교 초기의 역사 속에서의 성찬, 즉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
해 먹고 마셨던 식탁이 죽은 조상을 기억하는 방식의 형태와 내용을 유사하다고 생각
하였다. 전통적 조상 제사를 금하였던 한국의 개신교, 특별히 감리교회에서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잔과 음식을 먹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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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초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음복으로 이해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
념해야 하는 초기 개신교 성도들은 조상을 모시는 제사와 그 행위에서 큰 혼란을 경
험하였다. 왜 아니었겠는가? 시대와 문화가 달라도, 죽음을 기억하는 행위에는 상당
한 유사함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필자인 박종환 교수는 위의 논문을 통해서, 기독교 초기 역사 속에서 세속에서
행하던 죽음과 관련된 제의들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다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는
지를 꼼꼼히 전하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와 희랍의 문화적인 것 뿐 아니라, 유
대교와 이교도의 것으로 금하던 것들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교회에서 오히려 유행을
하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다. 죽음과 관련된 것들도 동일하였다. 필자는 글을 통해
서 로마와 희랍의 죽음을 둘러싼 풍성한 제의적 행위들, 예컨대 카타쿰에 표현된 예술
적 접근들과 공동체적 식사들, 그리고 레프리제리움에 대해서 잘 설명하였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서구의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고대교회의 죽음과 관련된
풍성한 예식에 대해서 혹이심을 갖고 읽겠지만, 가족주의와 전체주의적 사고, 그리고
유대교와 토속신앙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장례문화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리 어색하거나 낯설게 읽히지 않는다. Refrigerium 역시 우리의 장례문화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비록 세속의 장례문화가 허례허식을 금하는 국가적 운동으로 인해
서 간소화되었고, 종국에는, 필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한국 사희의 장례예식이 “사유화
되고 개인화되어가면서 공동체적인 위로와 애도의 기회를 상실하고, 상조회사나 병원
의 주된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장례예식에서 ‘공동
체,’ ‘예,’ ‘음식,’ 그리고 ‘기억’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여전히 한국의 장례문화에는
우리의 방식에 의한 풍성하고 넉넉한 Refrigerium이 있다. .
필자가 지적하며 걱정하고 있듯이, 개인의 죽임이 상조회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서 그 개인의 죽음이 공동체 속에서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개인의 사건으로 머물게 된
다는 지적은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가 보다 집중해야 될 과제이다. 과중한 목회 일
정으로 인해서 마치 장례를 짐스럽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장례의 절차를 통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단절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해야 된다. 그를 위해서 성찬과 장
례는 함께 이뤄져야 하는 필연적 당위성의 관계로 봐야 된다. 필자의 논문을 실천신
학적 측면에서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을 찾기 위해서 토론을 위한 질
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찬을 마친다.
죽은 자가 산자에게 음식을 줄 때, 죽은 자는 산자에게 생명을 주는 성찬의 자리
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신학적으로 유의미하기에,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타당하
기에 장례의 자리에 성찬이 행해져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목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실제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찬과 장례가 만나게 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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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논찬
안 덕 원 박사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와 설교)
1.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이 든다. 신앙과 일상, 교회과 세상, 거룩한 것과 속
된 것을 나누어 그럴듯하게 설명하면 마치 논리적이고 분명하며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어설픈 계몽주의가 교회와
신학에 이분법적인 아집을 제공한 듯 한 느낌이다. 박종환 박사의 논문은 영혼과 육체
를 음식과 교제의 차원에서 조우시키고자 하는 시도로써 이러한 논찬자의 의문에 대
하여 유의미한 답변을 제공한다.
2. 이 논문은 들어가는 말과 맺는 말을 제외하고 모두 다섯 개의 단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들어가는 말”을 통해 박종환 박사는 먹는 것을 단순히 물질의 영역에서만
다루기보다 광범위한 상징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론을
통해 그레코로만 장례 식사를 소개하면서 식사의 중요성을 의례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에 대해 제시한다.
“죽음의례와 식사”에서는 고대의 장례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식사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다. 박종환 박사는 죽은 자의 부재를 남은 자들의 기억 속에 살아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음식의 나눔이 있음을 설명한다.
“고대 그레코로만 세계에서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식사”에서는 카타콤의 모임과
초기기독교의 미술작품에서 드러난 장례식사 장면을 통해 기독교가 장례에서의 음식
나눔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저자는 기독교인들이 종말론
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분명하며 식사방식도 로마의 그것과 비슷하나 이교도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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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범주는 분명치 않다고 밝히고 있다.
“레프리제리움"(Refrigerium) 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대의 이교도적 전통을 언급하
면서 초기 기독교에서 행해진 장례문화, 즉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죽은 자들을 기억
하며 춤과 기도가 포함된 의례를 소개했다. 또한 어거스틴에 의해 이러한 의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레프리제리움과 유카리스트”에서는 유족들의 죽은자를 위한 식사와 교회가 준비
하는 성찬사이의 병존과 어넴니시스적 주제의 공유를 다룬다. 나아가 성찬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성격과 더불어 기억과 나눔을 통해 실체화되어 일상에서 성취되는 존
재론적 변화의 속성도 언급한다.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과거와 현재, 과거세대와 현재
세대의 공존과 대화를 가능케 하는 매개이며 따라서 식탁의 교제는 사회적 상징성을
담지하게 됨을 논한다. 나아가 음식을 함께 먹는 행위는 타인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공동체적 행위이다.
“맺는 말”을 통해 박종환 박사는 음식을 통한 공동체적 위로와 통합의 기회가 한
국사회의 장례예식에서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음식이 갖는 종교적, 상징적, 공동
체적 의미의 회복을 제시한다. 저자는 종교적 경험과 세속적 식사가 만나 성과 속, 과
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원초적 제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 이 논문의 공헌은 첫 번째 공헌은 낯선 주제와 소재를 발굴하고 소개한 것에
있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관련된 소재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접근을 통해 독자들에
게 익숙하지 않은 주제에 다가서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을 야기할 뿐 만 아니라 대단히 신선한 학문적 통찰을 제공한다.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지금까지도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연 것 만
으로도 학문적 가치는 크다 하겠다.
두 번째, 앞서 서두에 논찬자가 이야기한대로 모든 현상과 이론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분석하려는 일종의 계몽주의적 강박관념을 탈피하여 음식과 종교성을 통합적
으로 이해하려고 한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예전적인 연구는 특별히 자신의 견
해를 교조주의화하거나 절대화하는 이들에게, 혹은 그러한 경도된 선입관에 익숙한 이
들에게 자극과 도전을 줄 바람직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세 번째, 이교도의 전통에 대한 포용력 있는 접근이다. 순수한 제의와 의례가 존
재하기 힘들다는 것은 구지 토착화를 운운하지 않아도 주지하는 바다. 특별히 장례와
관련된 이교도적 식사의 전통은 우리의 전통과도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식
사가 갖는 공동체적 상징성은 종교를 초월하여 긍정적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다. 물론
독자들의 신학적 입장과 견해에 따라 그 수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느끼는 온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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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명 존재할 것이다.
4. 물론 이 논문을 읽으면서 아쉬움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논리적 결함은 없
으나 내용 중에 다소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분명하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의 경우(예
를 들면 각주 6번) 독자들을 위해 어떤 논란의 과정과 내용이 있는지 친절하게 소개
하면 좋겠다. 물론 자료의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무리한 요구인줄은 알고 있지만 관심
이 있는 독자들이 보다 면밀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감히 제안한
다. 각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저자가 못 다한 이야기들이나 부차적인 내용을 효
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이 논문을 쓴 목적이 한국의 교회들에게 새로운 예전적인 안목을 제공하
는데 있다면, 논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시도들에 대
한 소개가 제시된다면 주제가 더욱 선명해지고 이 논문의 차별성이 더욱 부각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이 주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업적들을 소개하고 그 공헌과 한
계를 명시한다면 이 논문의 자리를 보다 더 명확하게 매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각주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의 식사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한 저자의 분석과 설명을 존중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연속된 설명에 의한 반복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 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는 어디까지나 논찬자의 제안 일 뿐 논지의 전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아니다.
내용 중에 만성절(All Saints' Day)을 소개했는데, 물론 저자의 논지전개상 꼭 필
요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그 예전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성과 예전적 특성에 대한 다양
한 논의들도 포함되면 독자들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혹은 천편일률적인) 의례가 아니라 어떤 이의 죽음인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제기할 때, 기독교적 예전으로서의 적합성과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
각한다. 이에 대한 설명이나 사례가 이론적으로 제시된다면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이는 논찬자의 질문이기도 하다).
5. 신선한 주제를 다룬 좋은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음에 감사하
다. 주제자체가 흥미롭고 저자의 진지한 고민과 의미 있는 통찰을 느낄 수 있었다. 저
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지극히 개인화, 형식화된 통과의례로 전락한 장례의 전통과 통
합적 이해가 결여된 “식사”의 의미에 대한 더욱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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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고대 그레코로만
장례식사(Refrigerium)를 통해 본 음식과 공동체의
형성”에 대한 논찬
이 춘 선 박사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 실천신학 / 기독교교육 전공)/
“교회에 가면 마치 유체이탈 된 상태 같다”, “오늘도 들키지 않고 잠자는 법을 개
발했다” 장로님의 아들로 모태 신앙의 소유자인 어떤 사람이 한 말이다. 예배 시간에
유체이탈 현상이 왜 일어날까?
‘영적(spiritual)’이라는 말만 들으면 무한히 작아지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유한성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느낌이 든다! 어디서 오는 것일까?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콤플렉스와 육적인 것에 대한 평가 절하가 있는 것 같다.
‘영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콤플렉스의 뿌리는 ‘육적(psyical)’인 것을 통해서는 앎
에 이를 수 없다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성경이 몇몇 특권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중
세를 지나, 물질과 자본, 지식과 정보의 축적이 곧 기독교의 정통성으로 이어져 오는
동안 더욱 견고해져 왔다.
그 결과 육체와 정신은 분리되었고, 있음과 없음의 경계는 더욱 분명해졌으며, 죽
음과 삶은 유리되었다. 유한과 무한,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는 더욱 명료화 되었으며,
이성과 논리와 과학성은 중요시되어왔는데, 감수성과 감정과 이야기는 멸시를 받는 쪽
으로 발전되어 오게 되었다. 이념위에 이념을 낳으며, 현대인은 써먹을 수 없는 지식
의 축적과 정보의 홍수로 고통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관계성의 부재 속에 살아가게
되었다. 사실 예배 시간도 자신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잠이 오고, 피부
에 와 닿는 감각적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겨운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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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시간에는 왜? 한없는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전능자
의 힘 아래, 또는 전능자의 대리인 앞에 판단력과 통찰력과 비판력은 정지시킨 채, 수
동적, 피동적으로 앉아서, 듣고, 따르고, 기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무엇보다도 자
신을 무지한 자로, 무식한 자로 여기며, 혼동과 모호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
럼 여기며 앉아 있어야하는가?
예배를 의무감으로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참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교회 안 나가면 훨훨 불타는 지옥에 간다고 이제 3년 산 딸에게 시어머니께서 하
신 말씀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한 예배를 통해, ‘감사(유카리스트)’와 ‘희망(Lord's
supper)’의 의미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예배나 성찬 의식이 축제가 되기는 어려
울 것이다.
박 종환 교수님은 발제를 통해, 수직 하향식 예배, 일방 통행적, 주입적인 예배,
인간의 행위는 있는데 하나님의 행위는 없는 예배, 이원 대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성경 해석, 영은 있는데 몸은 없는 추상적이고, 이념 교육적인 예배, 머리는 있는데,
감정은 없는 예배,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경험과는 관련이 없는 설교와 영적 상징과
은유만 남은 성찬 예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박 종환 교수님은 발제 문을 통해, 그레코로만 사람들의 장례예식에서 식사하던
전통이 어떻게 죽은 자, 특히 순교자들을 위한 기독교적 장례문화와 아가페 식사로 발
전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성찬으로 발전되었는지를 설득력 있게 논증 했다. 죽은 자와
함께 하는 식사인 ”Refrigerium과 유카리스트의 아남네시스는 성찬에서 결코 분리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발제자는 말했다.
발제 내용 자체가 복합적이고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논증하는 과정에서 좀 더
풍부한 자료가 제시되고, 논점들이 좀 더 명료하게 표현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성찬의 내재성과 관계성, 성찬의 육체적 성격과 경계를 뛰어 넘는 연결성 등이
성찬의 고유한 특성들임이 발제를 통해 드러났고, 성찬이 지니고 있는 원래적인 이야
기의 기능과 성찬 교육의 기능의 약화에 대해서 발제 문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를 자신 속에 합일 시키고, 나의 몸
속에서 분해되어 나의 살과 피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생생하게 관계를 맺고,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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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 산 나와의 연결뿐만 아니라, 식사 의례를 함께 나누는 옆 사람들과의 연결
속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피부로 느끼며,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삶을 선물해주
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성찬의 교수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발제자는 “나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간다. 성
찬을 통해 나는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느끼고, 만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의
말과 소리를 듣기를 원 한다”고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 말은 성찬의 교육
적 기능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말이다. 진정한 앎이 이루어지면, 그 앎은 자신의 것이
되고, 태도와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 성찬은 머리만 아닌 몸과 가슴이 통합적으로 예
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부활하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경
험하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내가 닮게 하
도록 한다. 먹고 마시는 행위는 추상적 신학이 아니라 “성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는
경험적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성찬을 통해 우리의
“몸에 각인” 되어야 한다고 발제자는 주장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죽은 자의 이야기를, 씹고, 냄새 맡고, 삼키는, 먹는 행위
라는 그릇에 담았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지 마라’고 말로 만 강조하거나 설명
하지 않고, 오장육부와 오감이 함께,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기억되는 교육방법을 통
해 생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행하심과 활동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주
심과 살려주심을 먹음을 통한 성찬 의례를 통해, 기억되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의례화의 목표가 기억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음식의 먹음’을 통한 기억과 깨달음이라는 점이다. 말은 상징이라 추상적이 되기가 쉽
기 때문에, ‘먹다’라는 행위를 동반시켜서 구체적으로 느끼고, 맛을 봄으로 더 잘 기억
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성찬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신앙의 조상을 통합시키는 중요한 예전이
며, 음식예전은 먹고 마시는 실제적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 관계
성을 창조”하기 때문에 발제자는 “교제의 식사로서 인간의 식사라는 성격이 성찬과
제의적 식사에서 회복되고 강조” 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발제자는 그레코로만 세계
에서의 장례음식은 죽은 자와 산 자, 그리고 이 세계와 다음의 세계를 연결시키는 중
요한 상징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는 오직 영적인 음식만을 허용하게 되었다
고 하면서, 고대의 종교 예식을 은유적으로만 해석하면 ‘거룩한’ 예전을 위해 우리 삶
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추상화 시키고 미화시키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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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화되고 미화된 예전과, 고대의 종교예식을 육체적(physical) 의미에서가 아니
라, 형이상학적이고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 대해 발제자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
포도주와 빵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 우리와 같은 육제척인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성찬의 신학적 의미라는 측면에서 성찬이 결코, 형이상학적이거나 은유
적이 아니라고 주장 할 수도 있으나, 포도주와 빵을 통해 예수님이 실제 우리와 같은
육제척인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 주지하는데서 그친다는 것이 문제이다. 정보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과 예수님의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삶과 죽음과 부
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알고, 그런 삶을 나도 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성찬 음식의 육체적 성격의 강조와 회복이 중요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나누는
거룩한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깨달아 알 수 있으며, 거룩한 종교적
경험과 일상적 세속적인 식사의 경험이 성례전적 삶에서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발제자는 말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며 성찬 음식의 육체적 성격을 강조하고 회복할
때, 자기 자신을 나누는 거룩한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깨닫게 된다.
오늘날 지극히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종교적 경험과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식사의 경
험은 함께 먹고 마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성례전적 삶에서 통합 되어져야한다.”
이원 대립적인 성서 해석의 오랜 역사 속에서, 죽음은 삶의 영역 밖으로 밀려났
고, 죽음은 좋지 않은 것, 죽음은 죄의 결과등과 같은 교육을 통해, 죽음을 삶과 분리
시키게 되었으며, “성찬의 육체적 성격”이 영적 성격과 통합되지 못함으로, 성찬 의미
의 내재화는 힘들게 되었다. 매일 죽어감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고, 죽음
으로 제공되는 먹거리들로 우리의 삶을 영위시켜 나가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 죽음을, 죽음 속에 삶을 통합 시키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기독교는 자신의 목숨
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삶을
선물로 받은 유카리스트, 감사의 공동체이다. 그의 살과 피를 먹으며 생명을 얻고 있
는 성만찬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죽은 자가 산자 속에 들어와 있고, 미래가 현실 속에
들어와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공동체이다. 육과 영이 교차되고, 삶과 죽음이 전
도되며, 이 세상 속에 저세상이 들어있고, 유한 속에 초월이 내재해 있고, 초월 속에
유한이 내재한 “리미널”한 삶을 살고 있는 공동체이다.
함께 먹고 마시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성례전적 삶에서 “오늘날 지극히 분리
되어 있는 거룩한 종교적 경험과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식사의 경험은 통합되어져야한
다”고 발제자는 주장하고 있다. 영적인 욕망은 육체적 욕망이나 관계적 욕망과 분리되
지 않기에, 먹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밀접하게 관련지어져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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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육체와 물질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에 통합시키는 일을 말씀과 성찬 속에 더욱 체
화 시켜야하는 과제 앞에 오늘 우리는 서 있다.
발제자가 강조하고 있는 “성찬 음식의 육체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형식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식사의례의 상징성과 육체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종교적 상징이 빛을 잃어가는 성찬 의례 속에 들어있는 다음과 같은 측면들
을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종말론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성찬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실현된 종말, 이미
온 미래, 오늘 속의 내일, 삶 속에 침투해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의 부족)
2. 공동체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자기 자신을 나누고 내어주는 성만찬 공동체
의 정체성을 내재화하기가 쉽지 않음)
3. 배타적 성격(세례자 비 세례자, 교단, 교파 등의 구분에 따라 성찬에서 제외)
4. 의례 중심(형식적 의례의 반복이 가져오는 무감각, 무감동)
5. 차별적 성격(어른과 어린이의 차별)
6. 축제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부족(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만을 기억하도록 강조되고,
죄의 고백에 무게 중심을 둠)
7. 예술적 방법의 결핍(획일화 되어있고, 변화가 없고, 단일 단색의 단조로움의 연속)
8. 시. 공간의 결핍(제한된 시간, 한정된 예배 실, 다수의 인원)
9. 연결성, 관계성의 결핍(수평적 관계 맺음의 어려움)
10. 이야기의 결핍(낭독, 선언, 선포 중심, 죽은 자의 삶의 행적과 죽음 이야기가 필요)
11. 사랑과 애정과 우정의 나눔의 결핍(성찬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사랑의 나눔 느껴
지지 않음)
질문들:
1. 거룩한 성례전 안에서 어떻게 세속적인 식사가 가지고 있는 구체성과 현실성, 육체
적인 성격을 통합 시킬 수 있을까?
3. 성례전 안에서 어떻게 관계성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4. 예수의 삶과 죽음이 어떻게 나의 삶과 죽음과 연결되는지 깨닫게 할 수 있을까?
5. 어떻게 오직 영적인 음식만이 아니라 육적인 음식을 함께 성례전 안에서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
6. 말씀과 성찬에 현재하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말로만 전
달하지 않는다면, 다른 가능성은 무엇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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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찬의 예전이 엄숙한 상징적 의례가 아닌 일상적 삶의 차원을 갖도록 하려면 무엇
부터 하는 것이 현실적일까?
8. 똑같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성례전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드리는 행위들이 표현되려면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설교 내용, 성찬 의식, 기도 형태와 내용 속에서 종합적으로 육체적인 성격
이 전반적으로 보완되어야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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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1 발표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해결을
중심으로
김 상 백 박사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목회와 영성신학)

I.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의 대 사회 신뢰도 하락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교회의 신뢰도 하락은 결국 교회의 전도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이다. 종교계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지만
특히 기독교의 신뢰도 하락은 걱정할 수준이다.1)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원규교수는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의 책임은 목회자
와 교인 모두에게 있으며 본질적으로는 부도덕성 혹은 세속화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성직자가 성직자답지 못하고, 교인이 교인답지 못한 것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원인”이라고 지적했다.2)
그리고 교회의 신뢰도의 하락에는 세속화와 더불어 교회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도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교회
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
며, 이것이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신뢰도를 더
1) “대국민 종교별 신뢰도 여론조사서 최하위,” 「기독교신문」 제2264호(11월 8일), 1면.
기독교신문은 2015년 10월 28일 만 16세 이상 전국의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
년 한국의 사회 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일
반인의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3대 종교별 신뢰도 조사에서
는 천주교가 가장 높고, 기독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2)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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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중에 교회와 관련된
소송건수가 전체에서 약 1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갈등을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화해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교회를 과거의 존경받던 모습에서
이제 비난 받는 모습으로 바꾸었고 교회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3) 그러나 역사
적으로 사람이 사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갈등은 존재해 왔다. 어쩌면 역사는
정(正, These)과 반(反, Antithese)의 갈등과 그에 대한 대화를 통해 화해인 합(合,
Synthese)이 변증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갈등과 화해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화해의 변증법적 순환은 오늘날 역사의 발전을 가져왔다.4) 이러한 의미에서 갈
등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잘 해결하고 화해하면 오히려 사회의 발전적 성장을 가져
온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갈퉁(Johan Galtung)은 갈등의 이러한 창조적 전환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면적 대화’라고도 불리는 깊은 명상적 자세와 타
인과의 ‘외부적 대화’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파괴적 행위는 상처를 주고 아
프게 하며, 모든 것을 찢어놓을 수 있지만 건설적 행위는 그야말로 그 무엇을 건
설하는 것이다.5)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화해”가 특히 화두(話頭)가 되어 있는 것은 세계 유일의 분
단국가에서 분단의 역사가 장기화 되면서 문화적, 사회적 이질감이 더욱 고착화 되는
현실에서 화해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일한국
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하나님의 샬롬(shalom)을 이 한반도에 실현해야할 막중
한 시대적 소명이 한국교회에 있다. 신자는 분열의 시대에 화해의 희망을 비추는 등대
가 되어야 하고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교회가 갈등과 화해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 또는 잘 관리할 뿐 아니라, 화해의 영성을 증진
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 개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의 원
3) “사회법 소송통한 문제해결 부작용 심각,” Ibid. 제2263호(11월 1일), 1, 10면.
4) 변증법이 철학의 방법으로 탐구된 것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소
크라테스는 변증법을 대화술과 문답법으로 구사했고, 플라톤은 진리를 탐구하는 사유
(思惟)방법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변증법이 인식의 발전만이 아니라 존재와 역사의 발
전논리로 생각한 사람은 헤겔이다. 그는 모든 사물과 역사는 결국 정(正)·반(反)·합(合)
의 3단계로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변증법”(dialectic, 辨證法) http://100.daum.net/encyclopedia/
view/b09b2922a, 2016년 1월 5일 접속.
5) Johan Galtung/강종일 외 4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서울: 들녘, 2000),
165, 고영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요한 갈퉁의 갈등 이론적 접근,” 「신학과 실천」
46(2015), 70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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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분석한 후에, 화해에 대한 성경적, 상담심리학적, 영성신학적 이해를 살펴보고,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여 화해의 영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영성목회적 방법을 나름
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갈등에 대한 이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갈등이 발생했다면 분명히 그 원인이 있고,
그것을 잘 분석하고 대비한다면 갈등의 요소를 교회에서 줄이고 화해의 영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갈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어원적 이해, 갈등의 정의, 갈등
의 요소들을 살펴보고, 갈등의 영적 원인, 사회 심리적 원인, 현상적 원인 등을 살펴보
고자 한다.
1. 갈등의 어원적 이해
갈등(葛藤)은 칡을 의미하는 갈(葛)과 등나무를 의미하는 등(藤)의 합성어이다. 두
낱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갈등은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이 서로의
감정과 생각들이 서로 대립하고 얽히고 설킨 모습을 말한다. 갈등은 순수한 우리말로
는 ‘부대낌’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것은 물리적이나 심리적으로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영어로는 갈등을 ‘conflict’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라는 의미의 ‘con’과 ‘부닥치다’는 의미의 라틴어 ‘fligere’에서 나온 ‘flict’가 결합
한 형태이다. 영어의 갈등(conflict)은 둘 또는 셋 이상의 주체나 세력이 모두를 수용
할 수 없는 공간에서 서로 부닥치는 현상을 나타낸다.6) 갈등의 이러한 어의를 생각해
볼 때, 갈등이란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들과 감정들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서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립하고 마찰하면서 아픔을 느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2. 갈등의 정의
드 보노(Edward de Bono)는 갈등(conflict)을 “이익, 가치, 행동 또는 방향의 충
돌”로 정의하면서 conflict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사용가
능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confliction(갈등화)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서 “conflict의 정
6) 현유광, 『갈등을 넘는 목회』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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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진전, 고무 또는 생성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confliction은 conflict가 정착
되지 전에 발생하는 의도적인 모든 행위, 의도적 과정이며, conflict를 정착시키려는 노
력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confliction의 반대 개념으로 de-confliction(탈갈등)을 말하
면서,7) 이것은 confliction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de-confliction(탈
갈등)은 conflict의 기저를 제거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협상이나 흥
정, 또는 갈등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confliction(갈등화)이
conflict을 구축하는 과정이라면, de-confliction은 정반대로 conflict를 증발시키고 파괴
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8) 어떤 면에서는 de-confliction은 conflict의 예방적 차원이
라고도 말할 수 있다. 필자는 교회에서 화해를 위한 영성목회를 생각할 때, 이미 발생
한 conflict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conflict가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
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방적인 de-confliction의 과정을 교회에서 실천하는 것도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의 높은 이혼율을 낮추는 좋은 방법으로 이미 발생한 이혼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혼전 상담이나 결혼 상담이
중요한 것과 같은 것이다.
3. 갈등의 요소
모든 관계에는 갈등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이 불순종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갈등을 겪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사실에도 이러한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대체로 갈
등은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발생한다.
첫째, 둘 이상의 주체 또는 세력
외손뼉 쳐서 소리 나겠는가? 갈등은 분명히 갈등을 가져오는 상대방이 있기 마련
이다.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의사결정이나 조직관리 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각이나 주장
을 품고 대립할 때, 갈등은 발생한다.
둘째, 상호의존적 관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언행(言行)이 나와 상관이 없을 때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
는다. 서로의 생각이나 언행이 상호의 관계나 목적에 영향을 줄 때 발생한다. 그러므
7) 드 보노(Edward de Bono)는 confliction(갈등화)와 그 반대 개념인 de-confliction(탈갈
등)은 자신이 새로 만든 단어들이라고 설명했다.
8) Edward de Bono/권화섭 옮김, 『갈등해소의 논리와 방법』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8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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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갈등은 상호의존적 관계에서 발행한다.
셋째, 상이한 시각과 이해관계
모든 구성원이 같은 생각과 목표와 감정을 가진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갈등은 둘 이상의 주체가 서로 다른 시각이나 목
표를 동시에 만족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9)

III. 교회의 갈등의 원인
갈등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 사람이 사는 어느 사회나 갈등이 존재하고, 그 갈등
의 건설적인 해결은 오히려 그 공동체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었다. 갈등은 서로의 목표
나 바람이 충돌할 때 생기는 결과이다. 즉 서로의 목표나 바람의 차이점 때문에 생긴
다고 할 수 있다.10) 이 외에도 교회의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뿌리를 두고
있다. 그것은 영적인 원인, 사회심리적 원인, 현상적인 원인 등이 있다.
1. 영적인 원인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인간의 죄성(罪性)이다.11) 갈등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성
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인간의 무지와 유한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서도 자신의 악한 뜻을 선택하는 인간의 선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래서 바울사도는 성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24)고 하면서 옛 사람(old self)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new self)을 입으라고 강조
9) 현유광, op. cit., 72-75.
10) Alfred Poirier/이영란 옮김, 『교회갈등의 성경적 해결방법』 (서울: 기독교문서선교
회, 2010), 46.
11) 죄의 기원설에 대해 멀린스(Edgar Young Mullins)는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죄는
인간이 물질적 몸을 소유한데 기인하며, 모든 죄는 감각적인 인간의 욕구에서 일어난
다는 것이다. 둘째, 죄는 인간의 제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이 무지하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죄는 적극적인 성질의 악이 아
니라, 단지 선에 대한 거절(소극적 악)이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셋째로 죄는 반대적 선
택의 능력을 가진 자유적 지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된 인간의 인격적 선택에 의한 것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유적, 도덕적, 지성적 존재이다. 인간은 독자적
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
러므로 범죄의 가능성도 인간의 자유의지의 안에 내포된 하나의 요소라는 것이다.
Edgar Young Mullins/권혁봉 옮김, 『조직신학원론』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7), 35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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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엡 4:22-24).12) 이렇게 갈등은 옛 사람을 지배하는 욕심에서 시작되는데, 욕심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계속 요구하고(약 4:2),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대방을 저주
하고(약 4:11-12), 영혼의 눈을 멀게 하고 보는 것을 왜곡시키고, 기만한다. 그리고 결
국 욕심은 우상숭배이다(약 4:4).13)
그 다음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영적인 요소로는 사단의 궤계(詭計)이다. 사단
은 욥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간질하고 정죄하는 자요(욥 1:9), 분쟁과 갈등의
원인자이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벧전 5:8). 교회가 잘 성장
하다가도 갑작스럽게 까닭 없이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은 사
단이 그 배후에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사단은 때에 따라 우는 사자의 형태로,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교회에 갈등을 조장하여 분열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사가 설교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거나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교회는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대체로 갈등 속에서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의 뜻을 찾기 보다는 설교자가 어느 편을 지지하는가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한 갈등상황에서 목사는 개인적으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
아가는 것이 옳다.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
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사단의 궤계로 인한 갈등은 성령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야 하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 영적 성숙으로 나아갈 때 극복할 수 있다
(갈 5:22-23).14) 폭풍 속에서 배가 더욱 빨리 가듯이 사단의 궤계로 인한 갈등을 성령
안에서 극복하면 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목사 개인의 영적 성숙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 사회 심리적 원인
갈등의 사회 심리적 원인에 대해 드 보노(Edward de Bono)는 크게 네 가지로 설
명했다. 네 가지 원인은 F로 시작되는 단어로 표현되는데, 두려움(fear), 힘(force), 공
정성(fairness), 그리고 자금(fund)이다. 이 네 가지 원인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5)
첫째, 두려움(fear)이다.
12) 현유광, op. cit., 76.
13) Alfred Poirier, op. cit., 77-91.
14) 현유광, op. cit., 82-83.
15) Edward de Bono, op. cit., 24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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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어날 지도 모르는 상대방으로부터의 비난, 보복 또는 분쟁으로 발생하
게 될 스트레스와 비용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당할 패배와 수치심
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패배와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은 분쟁을 더욱 강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 이 두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크게 확산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
움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나 위험한 삶의 자극을 즐기는 무모한
자들 그리고 용기 있는 자들에게는 힘을 쓰지 못한다.
둘째, 힘(force)이다.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쟁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힘을 통한
갈등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발생한다. 세상에는 물리적인 힘 뿐 아니라 도덕적인
힘, 감정적인 힘, 협력이나 승인을 거부하는 힘 등의 많은 종류의 섬세한 힘이 존재하
며 이러한 힘의 충돌이 갈등을 만들어낸다.
셋째, 공정성(fairness)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낄 때에 갈등한다. 공정함이나 정의, 옳
은 것에 대한 감각은 문명의 핵심적 요소이다. 드 노보는 분쟁이나 갈등은 인간의 도
덕성 결여 때문에 발생하기 보다는 도덕률의 차이 또는 사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분쟁에 빠져 있는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그
분쟁이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는 이러한 공정성의 판단이나 기준으로
법이나 협정, 국제회의, 동료들의 압박, 여론 등이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
넷째, 자금(fund)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금은 비용이다. 대부분의 분쟁에 따른 비용은 분쟁 당사자와 모
두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비용은 분쟁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
한 결정요소가 된다. 만약 분쟁에 의한 비용이 너무 많이 증가한다면 분쟁당사자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협상을 통해 중도에 해결하려 들지 않을 것이 때문이다.16) 이 비용에는 돈 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이나 고통, 전문 인력의 낭비, 농업생산성의 하락, 도덕적 비용 등
도 포함된다. 만약 사람들이 분쟁에 많은 비용을 쓰지 않았다면 다른 목적에 그 만큼
그 비용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불행히도 사람들은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16) 분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는 경우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처음에 생각했
던 승리를 얻기가 불가능하게 느낄 수 있다. 이 때 그 당사자는 꿩 대신 닭이라고, 명
예나 혹은 그 동안의 노력과 비용에 대한 무엇인가 보상을 얻었다고 간주하고 분쟁을
끝내고 싶어할 것이다. 이 때 외형적인 혜택(명분)과 실제적인 혜택(실리)을 다 설계하
여 제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분쟁은 적절하게 해결된다. Ibid.,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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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다. 사람들과 국가가 분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된다면 지금
보다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지만 또한 사람들이 모인 사회적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러
므로 드 노보가 제시한 갈등의 사회 심리적 원인인 4F, 즉 두려움(fear), 힘(fore), 공
정성(fairness), 자금(fund)은 교회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교회 목회자는 이 네 가지 원
인들을 잘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교회갈등을 예방하고 화해의 영성을 개발할 수 있다.
3. 현상적 원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 공동체이면서 또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갈등에도 사회의 다른 조직체와 같이 다양한 현상적인 원인들이 발
견된다. 포이리에(Alfred Poirier)는 교회 갈등의 원인을 파벌로 인한 충성심 분열의
문제, 권위의 문제, 유유상종(類類相從)의 경계선 설정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문제 등
네 가지로 분석했다.17) 양병모는 교회에 나타난 현상적인 문제들을 종합해서 그 갈등
의 주요 증상들을 각 개인의 내적 갈등, 교인 상호 간의 갈등, 구체적인 요인들로 인
한 갈등, 그리고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으로 정리했다.18)
첫째, 개인의 내적 갈등(Intrapersonal Conflict)
인간의 내적 갈등은 개인의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여 일으
킨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절제된 청교도적인 삶과 어떤 개인의 놀기 좋아
하는 성향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갈등을 일으킨다. 또한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적이고 정서적인 사랑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내적인 갈등을 일
으킬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개인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교회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개인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회에 투사할 경우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9) 이러한 개인적인 성향뿐 아니라 개인의 문
제로 인한 갈등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적인 갈등은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부부문제, 친구들 사이의 문제, 사업주와 피고용인들 간의 문제 등이다. 목회는 이러한
개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회자는 이러한 갈등에 대처할 준비를 항상
17) Alfred Poirier, op. cit., 47-53.
18) 양병모, “교회갈등의 주요 원인과 특징,” 「복음과 실천」 37(2006), 320-325. 여기에
서 양병모는 문화간의 갈등을 한국교회 갈등의 현상적 원인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
다문화 사회가 변모해가는 한국적 상황을 생각할 때, 앞으로 고려되어져야하고 깊이
연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19) Speed Leas and Paul Kittlaus, Church Fight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3), 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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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어야 한다.20)
둘째, 교인 상호 간의 갈등(Interpersonal Conflict)
교인 상호 간에 일어나는 갈등은 한 개인이 상대방과 융화를 이루지 못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발생한다. 그런데 이 갈등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의 차이로 인해 생
기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갖는 감정이나 느낌 때문에 발생한다.21) 교회 안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들의 원인은 서로 얽혀있고 복잡하지만, 보통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먼저는 태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인데,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신념의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안건을 대할 때 생기는 갈등이다. 그 다음은 신앙적인 헌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인데, 주로 회원규정이나 사역의 이념, 또는 프로그램에 대
한 평가 등의 구체적인 안건들을 다룰 때 나타난다. 한 교회의 교인들이라면 같은 믿
음을 가지고 출석하겠지만,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헌신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다. 건강하지 않은 의사소
통은 태도의 차이나 신앙의 헌신의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람직한 의사소통방법을 사전에 교육하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22)
셋째, 구체적 요인들로 인한 갈등(Substantive Sources)
구체적인 요인들로 인한 갈등은 두 사람 또는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에
서 발생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일이나, 목적이나 목표 또는 수단들에 대해 의견차이가
드러날 때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들로 인한 갈등, 문제해
결을 위한 방법이나 차이로 인한 갈등, 목표나 목적의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목표
나 목적의 기초가 되는 가치기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23)
넷째,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Structural Sources)
교회 내의 계층, 성별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들이 이러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갈등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의 네 가지 주요
원인은 구조적 불명확성, 목회사역의 역할들에 대한 혼동, 목회자의 지도력 유형 그리
고 성장과 쇠퇴를 포함한 교회규모의 변화 등이다.24)
20) Alfred Poirier, op. cit., 52-53.
21) Speed Leas and Paul Kittlaus, op. cit., 30-31.
22) Larry L. McSwain and William C. Treadwell Jr., Conflict Ministry in the Church
(Nashville: Broadman, 1981), 25-26; Norman Shawchuch and Roger Heuser, Managing
the Congregation (Nashville: Abingdon, 1986), 251-252; 양병모, op. cit., 322-323.
23) Larry L. McSwain and William C. Treadwell Jr. Ibid.,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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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포이리에(Alfred Poirier)는 갈등의 구조적인 요인으로서 권위의 문제를 제기
한다. 이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권위를 가질 권리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 갈등이 생긴다. 예를 들면, 민수기 12장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권
위를 가질 권리에 대해 의심하면서 자신들도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으
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은 바울에게서도 나타나는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
지 않고 의심하는 무리들에 의해 바울은 많은 도전을 받았다.
두 번째 유형은 권위의 남용이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져야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轉嫁) 한다든지, 목회상담이나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식적인 징계를 너무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권위를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문제는 권위의
남용이 아니라 아예 권위를 사용하지 않는 우유부단함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문제는 목회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자신의 권위를 위
임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그 예로 이드로의 충고를 받은 뒤 중간 지도자를 세
운 모세의 경우(출 18:19-22)나,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홀대 받은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예루살렘교회의 경우이다(행 6장).25)

IV. 화해의 개념이해
성경에는 화해(reconciliation)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온다. 첫째는 카탈
랏소(katallasso, 고전 7:10)인데 증오의 관계에서 우호적인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는 아포카탈랏소(apokatallasso, 골 1:20)로서 완벽한 화해를 의미한다. 이것은 카
탈랏소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증오와 장애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는 디알랏
소마이(diallassomail, 마 5:24)로서 화해하는 말인데, 상호 적대감이 발생했을 때 서로
양보하고 화해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카탈라게(katallage, 롬 5:11)인데 상대방의
행동에 유도되어 그 사람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
에 의해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께 감화 받는 것을 표현할 때 사
용한다. 이러한 성경에 나타난 화해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볼 때, 화해란 증오에서 우
호적인 관계의 변화이며,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증오와 장애물을
없애고 적대감 이전에 존재했던 본래의 관계로의 회복을 의미한다.26)
24) Norman Shawchuch and Roger Heuser, op. cit., 253.
25) Alfred Poirier, op. cit., 48-50.
26) L. Randolph Lowry, J. D. and Richard W. Meyers/전해룡 옮김, 『갈등해소와 상
담』 (서울: 두란노, 1996), 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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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화해라는 용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고 이해기는 어렵기 때문에 용서,
정의, 치유, 평화, 회복, 온전함(wholeness), 구원(redemption)과 같은 다양한 용어들이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드 그루치(John De Gruchy)가 화해를 로마서와 고린도후서
에 나타난 바울의 신학에 근거하여 개인 간에 조화로운 관계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모든 창조의 새롭게 됨을 소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새로운 창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했다.27)
그러므로 화해의 개념은 관계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화해의 핵심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화해와 관계회복이며, 그 화해는 은혜
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화해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 회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하다. 화해는 하나님과의 단순한
관계의 회복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이며, 관계의 단절된
아픔과 상처, 그리고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창조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28) 여기
서 주목해야할 것은 화해는 하나님을 배반한 가해자인 죄인인 인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배반을 당하신 피해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 화해의 과정에서 화목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해야
한다. 화해는 사실상 피해자의 용서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관계회복을 위해 반드시 희
생이 따라야 한다.29)

V. 화해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 속에는 갈등과 화해의 스토리가 가득하다. 필자는 그 중에 구약성경에서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이야기,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이야기,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초대
예루살렘교회의 화해이야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서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과 화해를 위한 영적인 지혜와 교훈들을 얻고자 한다.
27) John De Gruchy, Reconciliation; Restring Justice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2), 48, 53-54, 김경은, “화해사역을 위한 화해의 영성,” 「신학과 실천」 36(2013),
449-450에서 재인용.
28) 김경은, Ibid., 451.
29) 하용조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 속에서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아
무리 좋은 관계도 죄가 들어오면 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
해를 이루려면 중보자가 필요하며, 셋째는 중보자가 희생을 치르고 죽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는 희생이 없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화해는 손
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용조, “화해자로 부르신 사명에 응답
하라,” 「목회와 신학」 237(2009),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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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서와 야곱의 화해
에서와 야곱의 갈등은 사실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예언하셨다
(창 25:23). 그리고 형 에서가 태어날 때, 아우인 야곱은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창 25:26). 이 같은 사실은 두 형제의 갈등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도 할 수 있다. 그 후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는 것에서 갈등이
표면화 되었고(창 25:29-34), 결국 야곱이 형 에서를 대신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갈등은 폭발했다(창 27:5-41). 정석규는 에서와 야곱
의 갈등의 원인을 부모의 편애로 보았다. 즉 임종을 앞둔 이삭이 오직 맏아들 에서만
부른 것(창 27:1)이나, 그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돌리려한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에 대
한 편애(偏愛)가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남의 자리를 탐내는 야곱의 욕심이 배고픈 형
의 상황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 이 욕심이 또한 갈등의 원인이라고 했
다.30)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했던 야곱이 20년 만에 가솔(家率)
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사백인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온 형 에서와의
화해하는 장면은 참으로 극적(劇的)이다(창 33:1-20). 이 화해의 과정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자.
첫째,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갈등의 현장을 떠나 있었다. 어머니 리브가는
두 형제가 정면으로 부딪치지 않도록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라고 지
시했다. 이것은 형의 분노감정이 좀 식을 때까지 잠시 갈등의 현장을 떠나 있으라는
것이다(창 27:42-45). 갈등의 회피가 아니라 치솟는 분노감정을 조절을 위해 잠시 그
현장을 벗어나서 냉각기를 갖는 것도 갈등해결을 위해 지혜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심각한 갈등상황에서 차분한 마음으로의 대화를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1)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온전한 순종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창 31:3)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
씀에 순종하여 두 아내 라헬과 레아를 설득했고(창 31:4-16), 20년이나 머물렀던 아내
들의 고향인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결단을 했다. 이 순종을 통해 결국 야곱은
깨어졌던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
30) 정석규, 『구약성경으로 읽는 갈등과 화해』 (서울: 한들출판사, 2010), 17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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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창 33:19).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시켜야 한다.31)
둘째,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다(창 32:13-20). 이
것은 화해를 위한 적극적인 제스처였다. 그는 형이 이 예물을 받고 감정을 풀고 자신
과 화해하기를 원했다(창 32:20). 이것은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빼앗긴 형의 마
음을 헤아리는 것이며, 형에게 상처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회개이며 보상인 것이
다. 이러한 에서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야곱의 친절은 화해의 전 단계였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잠
21:14)32)
셋째, 하나님께 드린 간절한 기도이다(창 32:23-32). 형과 화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다. 형과의 화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소원한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다. 결국 화해는 에서
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화해를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얽혀있는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
한 간절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
2.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도 표면
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에 있다. 오직 요셉만 깊이 사랑해서 그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힌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게 했다(창 37:3-4).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攝理)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오직 요셉
에게 앞으로 전개될 역사적 사건들을 꿈으로 두 번이나 보여주셨다(창 37:5-11). 이것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가져왔고, 결국 형들에 의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
다(창 37:25-36).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국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가 되었으며(창 41:46),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한 극심한 기근에 양식을 사러온 형제들
과 화해하게 된다. 이 화해의 과정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요셉의 영성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서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였으며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혔다(창 39
31) Ibid., 178-179.
32) Ibid., 182-183.
- 225 -

장). 물론 요셉은 어느 곳에서나 최선의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창 39:23), 형들의 배신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의 그의 통곡에서 확연히 드러난다.(창 42:24; 43:30-31)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창 45:2)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의 분노와 상
처를 넘어 형제들과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
하는 요셉의 깊은 영성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
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
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창 45:5-8)
둘째, 형들의 진심어린 사과(謝過)이다.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
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진심어린 회개를 한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창
50:17-18) 요셉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사죄(謝罪)하는 형제들의 회개는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다. 형들의 고백을 듣고 요셉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형제들과 다시 만
난 지 17년이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쉽게 낫지 않는 그의 마음의 상처를 대변하는
것이다(창 47:27-28).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어린 회개와 상처 입은 상대편의 마음을
배려하는 사과(謝過)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참된 화해의 길로 인도한다.
셋째, 요셉의 용서이다. 요셉은 용서를 비는 형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주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순종한 요셉의 영성에 기인(起因)한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며, 형
들의 미움과 범죄까지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한다(창 50:19-21). 용서는 화해과정에서 가장 고통스런 부분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는 화해의 다리를 건널 수 없다.33)
3. 예루살렘 교회의 화해
33) 김경은, op. cit., 46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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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였다. 그러
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보이지 않는 갈등
의 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불거졌다(행 6:1).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사도들의 행정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 것
이 원인이기도 하다(행 6:1). 교회의 지도자들인 열 두 사도들이 이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고 화해를 통해 교회를 더욱 크게 부흥시켰다(행 6:7). 그 화해의 지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갈등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놓고 갈등의 두 가지 원인을 분석했다. 그것은 먼저 열 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행정에 몰두하여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고(행 6:2), 또 하나는 교회 성장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행정을 도울 일군 일곱을 택하라고 말
했다(행 6:3). 사도들의 훌륭한 점은 스스로의 성찰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점부터 정확
히 파악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둘째, 교인들과의 소통이다. 사도들은 갈등이 불거지자 즉시 제자들을 불러 모았
다. 그리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했다. 즉 자신들이 교회행정에 몰두하다보
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등한히 했다는 것이다(6:2,4).
사도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변명하거나 적당히 덮으려고 하지 않
았다. 교회 갈등은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며 또한 많은 원인도 목회자들 자신에
게 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처럼 자신들의 책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교인들과 진심어린 소통을 나누는 것이 갈등해소의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이다. 사도들은 갈등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교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혜로운 갈등 해결의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사도들은 본
연의 사명인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과 같
은 교회행정은 교인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일곱 명의 일군들
을 뽑아 맡기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제시를 교인들은 기쁘게 받아들였고, 화해와 일치
의 분위기 속에서 교회는 더욱 크게 성장했다(행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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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화해에 대한 상담 심리적 이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려면 사과와 용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과와 용서가 꼭
화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과와 용서는 한 쌍이지만, 그 사이에 안타깝게도 ‘돌
로 된 장벽’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사과도 가능하고,
일방적인 용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사후(死後)에도 사과와 용서는 가능하
다.34) 위딩턴(Everett L. Worthington Jr.)은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간략
하게 비교했다.35)
표. 용서와 화해의 간략한 비교
용서

화해

누가

한 사람

무엇을

선물을 베푼다

두 사람 이상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서의 대체

어디서

내 몸 속에서
용서에 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

피라미드모델

이룬다
행동의 대체
관계 속에서
화해의 다리

용서의 피라미드모델은 용서의 다섯 단계를 말하는데, 상처의 회상(Recall the
hurt) ⇒ 공감(Emphathize) ⇒ 용서의 이타적 선물(Altruistic gift of forgive) ⇒ 용서
의 선언(Commit publicly to forgive) ⇒ 용서의 지속(Hold on to forgiveness)을 말한
다. 용서와 화해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화해의 다리를 제시했다.36) 화해는 한쪽의 일방
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쪽 모두 화해에 대한 최소한의
솔직한 시도가 필요하다. 화해의 다리는 양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입장고수(사람1)
– 화해의 결단 – 대화 – 해독 – 헌신 – 헌신 – 해독 – 대화 – 화해의 결단
– 내 입장 고수(사람2)로 이뤄진다.37)
론 크레이빌(Ron Kraybill)은 화해를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 화해의
34) Elisabeth Lukas/엄양선 옮김, 『더 늦기 전에 먼저 다가서는 화해의 심리학』 (서울:
타임스퀘어, 2011), 226.
35) Everett L. Worthington/윤종석 옮김, 『용서와 화해』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2006), 213.
36) Ibid., 212-234.
37) Ibid.,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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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하나의 주기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이 주기를 이해한다면 화해를 예측
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억지로 화해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림 1. 화해의 주기
열린 관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

상처를 줌

화해를 위한 내적 결심

후퇴
- 육체적 후퇴
- 정서적 후퇴

자기인식
감정인식
더욱 깊은 상처를 받기 쉬움
화해의 주기는 열린 관계에서 출발하는데, 열린 관계는 서로 공유하고 믿음을 가
지며 위험 부담도 감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상처를 주는 단계인데, 서로의 기대치가
일치하지 않아 서로 상처를 주고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세 번째는 후퇴의 단계
로서, 서로 상처 받는 것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
단계는 1초도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 단계에서 성급한 화해의 시도
로 억지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상대방은 거리감, 냉담함, 그리고 경계
심을 느낀다. 네 번째는 자기 인식의 단계이다. 이것은 후퇴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감
정을 인식하게 되는데, 화나고 감정이 상했으나 그리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인
식하게 된다. 또한 과거의 상처를 인식함으로 감정은 위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 단계
에서는 편견 없이 상대의 감정을 들어줄 친구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화해하겠다고
결심하는 단계로서, 화해를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위험을 감
수하는 행동을 하는 단계인데,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재개하
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이 때 상대방의 반발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38) 교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앞으로
38) Ron Kraybill, “From Head to Heart: The Cycle of Reconciliation,” Conciliation
Quarterly, Fall 1988, 2, L. Randolph Lowry, J. D. and Richard W. Meyers/전해룡 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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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이미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고 치유하여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상담 심리학적인 이
해와 학습이 꼭 필요하다.

VII. 화해에 대한 영성 신학적 이해
홈즈(Urban Holmes)는 영성을 감각현상을 초월한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성 형성능력(a human capacity for relationship)이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신비스
런 관계를 통해 인간은 새로운 영적 각성(spiritual awareness)을 경험하게 되고, 역사
적 상황 속에서 창조적 행위를 통해 그 영성이 드러난다고 했다.39) 이렇게 영성을 관
계성 형성으로 바라보면,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회복이라고 할 수 있으
며, 그 핵심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화해(和解)이다. 화해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
할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1) 화해를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용서와 화해
의 근원이시다.40) 하나님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은혜롭고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출 34:6-7).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인간을 위해 항상 용서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담
과 하와의 타락 후에도 벌거벗은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창 3:21). 하
나님의 심판을 앞둔 타락한 성 니느웨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성을 용
서해 주셨다(욘 4:9-11). 요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성품을 이렇게 고백했
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욘 4:2) 그
리고 예수님은 배신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용서하시고 그와 화해하신 아
버지의 비유를 통해 화해를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다(눅
15:11-24).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배반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상처를 사랑과 용서의 긍정적인 정서로 대체한 화해의 상징이다.41)
교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영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배신의 상처와 분
노의 감정을 넘어서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워야 한다.
김, 『갈등해소와 상담』 (서울: 두란노, 1996), 59-61에서 재인용.
39) Urban T. Holmes/김외식 옮김, 『목회와 영성』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29-38.
40) Everett L. Worthington, op. cit., 59.
41) Ibid.,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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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삼상
15:22).
2) 화해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성을 비우고
후에 목숨까지 버림으로(빌 2:5-8) 기독교의 심장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 사랑은 대부분 상호 교환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의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종교, 도덕, 윤리, 그리고 철학의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개인과 공동체에 전혀 다른 도덕체계를 만드셨으며, 인간관계도
바꿔 놓았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 되셨다. 동시에 그는 성부 하나님의 공감과 긍
휼과 사랑의 표현이셨다.42) 화해의 영성을 교회공동체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신자들
이 겸손과 자기 비움, 순종과 희생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인
적으로 예수님과 합일(合一)에 이르는 영적 성숙의 길이며, 교회공동체가 진정한 화해
의 평화를 누리는 길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
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3) 화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화해는 고통스런 과정이며, 그
과정은 적대자를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지 않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동
료, 혹은 친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존재 변화를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즉 과거
적대자였던 상대방을 과거와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해는 용서
와 회개, 화해에 대한 소명인식, 과거와의 단절과 같은 결단 등의 내면의 변화가 있어
야 한다. 그러므로 화해의 과정은 사람들 간의, 또는 공동체 간의 분열, 갈등, 폭력, 상
처로 얼룩진 역사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상호인정, 상호공존, 평화의 관계를 함
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다.43) 이러한 내면의 변화, 관계의 변화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
의 불가능하다. 영화 “밀양”은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더욱이 화해는 결코 쉽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성급한 화해시도는 더 큰 상처를 남
길 수 있다.44)
42) Ibid., 59-61.
43) 김경은, op. cit., 453.
44) 2007년 5월 23일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전도연, 송강호가 주연한 약 160
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이다. 남편을 잃고 아들과 함께 서울에서 밀양으로 이사 온
이신애(전도연 분)는 외아들을 웅변학원 원장에게 납치당하여 잃게 되고 교회를 의지
하게 된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는 원장과의 섣부른 화해의 시도로 오히려 더 큰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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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진정한 변화와 내면의 치유를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성령
은 신자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로서 위로자, 상담자,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
다(요 14:16). 성령은 화해사역에서 중생케 하시며, 성화시키시며, 사역의 능력을 부여
하시고, 교제를 촉진하시는 분이시다. 용서와 화해는 우리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 희생적 죽음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타적
인 사랑을 심어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신다. 성령은 교회의 지체들에게 필요
한 은사를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하신다(고전 12:27-31; 14:1; 엡
4:7; 벧전 4:10). 갈등을 치유하고 신자들이 화해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성령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분은 사람들을 용서의 결단으로, 그리고 조
건이 맞을 경우 장벽을 넘어 화해의 결단으로 인도하신다.45) 신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해야 한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용서
를 통한 화해를 이룰 수 있다.

VII. 화해를 위한 영성목회전략
영성은 영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속에는 영의 본성과 관계성, 변화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참된 관계성은 진정한 개인의 변화와 함께 공동체
의 변화를 가져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난 인간은 진정한 자기 본질
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관계
는 또한 한 인간과 주위 환경과의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
독교 영성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주위 환경(공동체)과의 관계 속에 형성된다.
기독교 영성의 관계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기 자신과의 관계(대자관
계, intra-personal relationship),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대신관계,
trans-personal relationship), 이웃과의 관계(대인관계, person to person relationship),
자연 또는 환경과의 관계(대물관계, meta-personal relationship)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웃과의 관계 속에 대 사회관계(super-personal relationship)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
다.46)
화해도 관계성을 치유하는 것이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사역이다. 스티븐스(David
을 당하고 영적 심리적 방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밀양(영화)” https://ko.wikipedia.org/
wiki/%EB%B0%80%EC%96%91_(%EC%98%81%ED%99%94), 2016년 1월 21일 접속.
45) Everett L. Worthington, op. cit., 61, 69-71.
46) 김상백, 『도시를 깨우는 영성목회』 (서울: 영성, 2010), 125-126; 박영만, “영성신학
과 영성훈련,” 「영성의 메아리」 (1999년 9-10월),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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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s)는 화해를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며, 다름 속에서 함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라고 정의했다.47) 이러한 영성과 화해의 관계성을 생각할 때, 필자는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바람직한 목회의 본질이자, 전략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개발하는 관계중심의 전인적 영성목회를 제시한다.48) 교회의 갈등을 해소할
뿐 아니라 예방하고 더 깊은 화해와 일치로 나가기 위해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영성목회를 생각해보자.
1. 자신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 낮은 자존감 회복
화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적치유(inner healing)가 필요
하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자존감을 현저히 낮춘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구원 받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상처
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높은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
도의 구원의 열매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낮은 자존감 회복이 중요하다. 낮은 자존감은
용서하려는 마음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아주 적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우선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찮게 여긴다. 그러나 일이
터지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것이 자신이 지
금까지 핑계를 삼아왔던 것들을 소용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계속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것으로 돌리고 남 탓하면서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낮은 자존감의 원
인은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
린 시절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유대감이나 안정감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나름대로 엄청난 성취나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낮은
자존감과 자기비하의 감정에 시달리게 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기혐오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도 있다. 그들
은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냉소하고 남의 칭찬을 과소평가하며 자신의 작은 실패와 약
점과 실수에도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스스로 내린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건강한 자아는 그리스도를 통
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은 자존감이 회복
이 된다면 스스로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되고, 포용력 있게 자신에게 부당하게
47) David Stevens, The Land of Unlikeness: Explornations into Reconciliation (Dublin:
The Columba Press, 2004), 42, 39, 김경은, op. cit., 459에서 재인용.
48) 김상백, op. cit.,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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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49)
씨맨스(David A. Seamands)는 자신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 낮은 자존감을 치유
하기 위한 실제적인 몇 가지 단계를 정리했다. 이 단계들은 진정한 화해의 영성을 증
진하는 영성 신학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평소 알고 있던 잘못된 신학을 교정하라는 것이다. 자신을 스스로 격하시
키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진정한 겸손과는 거리가 먼 잘
못된 신학이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7-40)는 것인데, 자
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애쓴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할 수가 없다.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옮음을 인정받기 위해 그
를 이용할 뿐이다.50) 그러므로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와 화해도
이루기가 어렵다.
둘째는 자신의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라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와 귀중함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과거의 거짓된 영상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
나님과 그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귀중함에 대한 가치를 부여 받으라는 것이다. 그는 과
거의 거짓된 생각과 과거에 받은 상처를 통해 자아상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사탄의 속
삼임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평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라고 했다.51) 목회자는 설교나 성경공부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의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러한 낮은 자존감을 심어주는
평상시의 잘못된 신학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
여 자신에 대해 건강한 자아상(self-image)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러한 치유목
회가 신자들의 낮은 자존감을 치유하고 진정으로 화해의 영성을 갖게 한다.
셋째는 성령님과 동역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의 생
각을 재조정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 우리의 자아
상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고 지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변화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다. 자신을 깎아 내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성령께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 달라고 부탁하라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액면 그
대로 받아들이고 고마움을 표현한다.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을 사랑하는 법
49) Charles Stanley/민혜경 옮김, 『용서』 (서울: 두란노, 2005), 146-147; Don Colbert/
박영은 옮김, 『감정치유』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9), 89-90; David A. Seamands/
송헌복 옮김, 『상한 감정의 치유』 (서울: 두란노, 2006), 97.
50) David A. Seamands, Ibid., 105-109.
51) Ibid.,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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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힘들더라도 성령을 의지
하여 도전해야 한다.52) 성령은 “양자의 영”(the Spirit of sonship)이다(롬 8:15). 성령
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보
혜사 성령은 진정한 치유자이시며 상담자이시다.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화평, 자비,
양선, 온유 등의 열매(갈 5:22-23)는 화해의 사역과 관계있다. 성령 충만한 신자가 화
해의 영성을 증진할 수 있고,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
니라.”(갈 5:25-26)
2.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 순종훈련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영성제자훈련을 해야 한다. 영성제자훈련은 관
계성을 중심으로 영성훈련을 강화하는 제자훈련이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든 신자는 제
자가 되어야 한다. 성경에 나타난 제자도의 영성은 신적인 주도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고, 과거와는 단절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존재(being)와 행동
(acting)을 성육(incarnating)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러한 제자도의
개념이 좀 실종된 느낌이 든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자이다.53) 제자의 핵심은 스승이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신뢰를 통해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다. 진정한 화해의 영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
는 훈련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그분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순종할 때 비로소 진짜 믿음이다.54)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다른 삶을 살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요, 철
저한 자기부인이 필요하다(눅 9:23). 자기부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자기부인은 자기의 미래
를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
로 따르기를 결심하는 것이다.55) 용서하는 것도, 화해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며,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다. 분열과 다툼,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같은
육신의 일은 사탄의 영역이지만(갈 5:19-21),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52) Ibid., 112-114.
53) Dennis J. Billy and Donna L. Orsuto, eds., Spirituality and Morality (New York:
Paulist Press, 1996), 137-138; 김상백, op. cit., 184.
54) Bill Hull/박규태 옮김, 『온전한 제자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142.
55) Ibid., 14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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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갈 5:22-24).
일반적으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CR)은 사람들이나 기관들 사이의 갈등을
다루고 화해시키는 방법인데, 갈등의 사안에 따라 적어도 7가지의 CR의 역할이 있다
고 한다. 그것은 촉진자(facilitator), 치유자(healer), 전문가/자문가(expert/consultant),
심판자(arbitrator), 행정가(administrator), 완충자(buffer), 처벌자(penalizer)의 역할 등
을 말한다.56) 목회자는 교회 안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CR의 역할들을 감당
해야할 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화해자라도 양 당사자들에게 그 신뢰와 권위
를 얻지 못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자는 교회의 머리이
신 예수님임을 고백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갈등해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
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최고의 권위를 드리고 그분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러한 순종이 진정한 화해를 이끌어 낼 것이다.
그림 2. 교회 갈등해결의 의사소통57)
하나님
의사소통
P1

목회상담자
갈등

의사소통
P2

(당사자, party)
3.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 경청과 공감훈련
앞에서의 영성훈련도 화해의 영성을 위해 중요한 목회의 전략이 될 수 있지만,
특히 갈등으로 인해 상처가 생겨서 해결해야 할 때에는 목회 상담적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로 교회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 건설적인 대화가 중요한데, 대화의 기술 중에서 가
장 중요한 요소는 경청과 공감이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도 서로 상대편의 입장과 상황
56) Allan Barsky/한인영, 이용하 옮김, 『갈등해결의 기법』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3.
57) Ibid., 8-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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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고 공감할 때 이루어진다.58) 만약 목회자가 교회에서 평소에 의사소통에 있
어서 경청과 공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절히 훈련한다면 화해의 영성을 고양(高揚)
하여 미리 갈등을 예방할 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
할 것이다.
(1) 경청훈련
경청(Listening)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훨씬 용서와 화해는 가까
워질 것이다. 성경에서도 경청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있다. 야고보서 1장 19절-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
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라고 했
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행동이 바로 화해의 첫 걸음
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때, 그는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그의 슬
픔, 고독, 좌절, 우유부단, 죄책감의 짐을 함께 나누게 된다. 훌륭한 경청은 귀를 기울
일 뿐 아니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말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그리
고 숨겨진 메시지를 머릿속으로 정리해야 한다.59) 이렇게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한다.
수동적인 경청은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에 속으로 자신의 반응을 미리 생각하는 것
이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러버리는 것이다. 적극적 경청
은 상대방이 한 말을 바로 되묻거나 자신의 말로 변형하여 대답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경청은
자기가 받아들여지고 존중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60) 허기트(Joyce Huggett)
는 더 잘 듣기 위해 3차원의 경청방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첫째 상대방이 선택하는
어휘에 귀를 쫑긋 세워야 한다. 둘째 눈, 얼굴, 신체, 눈물의 언어에 귀를 기울어야 한
다. 셋째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61) 사실 우리는 학교
에서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경청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잘 들으면 상대방
의 마음을 알고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어 더욱 진실한 용서와 화해에 이르게 될 것이
다. 많은 오해와 갈등이 경청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에서 온다.
(2) 공감훈련
공감(empathy)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기분을 함께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공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
58) 손운산,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67 참조.
59) Joyce Huggett/윤관희 옮김, 『경청』 (서울: 사랑플러스, 2006), 122-127.
60) Charles Allen Colla/유재성 옮김, 『해결중심 목회상담』 (서울: 요단출판사, 2004), 189-190.
61) Joyce Huggett, op. cit.,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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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셨다. 고통과 슬픔은 나누면 반감(半減)되고,
기쁨과 행복은 나누면 배(倍)가 된다.62) 공감은 “상대방과 함께 느낀다.” “상대방의 감
정에 동참한다.”는 뜻이다. 상대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다면 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상대편은 누군가 진심으로 자기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서로 친화관계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63) 위딩턴
(Everett L. Worthington Jr.)은 용서에 도달하는 5단계의 피라미드 모델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단계로 공감(Empathize)을 말했다. 그는 공감이란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보
는 것이라고 했다. 용서하려면 가해자의 감정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에게 상
처를 준 가해자의 힘든 처지를 어렵더라도 공감해 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의 노력
은 고통에 인간의 얼굴을 입힌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동정, 긍휼, 아가페 사랑, 낭만적
사랑을 품을 수 있다고 했다.64) 워딩턴(Everett L. Worthington Jr.)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이 사라졌다고 용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감이 생
겨야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했다.65)

VIII. 나가는 말
갈등은 교회를 위해 꼭 나쁜 것인가?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
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갈등은 체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어떤 일이 이루
어지도록 만드는 유일한 실질적인 수단일 수도 있다.66) 분명히 갈등은 목회자나 교회
에 달갑지 않은 손님이지만, 갈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의 지체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
고, 아울러 문제해결과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다.67) 어떻게 보면 갈등
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으로 피할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갈등이 발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등을 다루고 관리하는 화해의 영성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
다. 지혜로운 갈등의 해결을 통한 화해의 영성은 개인이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
62) 김상백, 『성령과 함께 하는 목회상담』 (서울: 영성, 2010), 200-201.
63) Gary Collins/정동섭 옮김, 『훌륭한 상담자』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43-44.
64) Everett L. Worthington, op. cit., 89.
65) Everett L. Worthington, Jr., “The Pyramid Model of Forgiveness: Some Interdisciplinary
Speculations about Unforgiveness and the Promotion of Forgiveness,” in Everett L.
Worthington, Jr.(ed), Dimensions of Forgiveness, 118-119, 손운산, op. cit., 74 참조.
66) Edward de Bono, op. cit., 276.
67) 이성희, “교회 안의 갈등과 목회리더십,” 「목회와 신학」 178(2004년 4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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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개혁과 발전의 단초(端初)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개 교회의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 또는 잘 관리하여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화해의 영성을 증진시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회 안에서 개 교회
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이해와 그 원인들인 영적 원인, 사회 심리적 원인, 그리고
현상적 원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 개 교회의 화해와 일치를 이루기
위한 화해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화해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원칙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 속의 화해를 살펴보았으며, 또한 화해에 대한 상담 심리적 이해와 화해에서의 성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중심으로 영성 신학적 이해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개 교회
에서 갈등을 예방하고 화해의 영성을 증진시키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영성목회전
략을 제시해보았다.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전략으로 낮은 자존감 회
복, 그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전략으로는 순종훈련, 그리고 마지
막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전략으로 경청과 공감훈련을 간략하게 설
명했다.
지금 한국 교회 공동체내에서는 일어나는 갈등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고, 또
한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의 판단을 지나치게
의존할 뿐 아니라 결국 다툼과 분열로 이어져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현 상황은 참
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교회 내 갈등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만이
지나치게 나타나는 것은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미숙함과 성숙하지 못한 우리 영성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여 이 혼란과 분열의 시대에 평화의 사
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이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로 신학교육에서부터 갈등과 화해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영성신
학적인 교육을 강화하여 영적인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CR)의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둘째로 개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지도자들을 교육하여서 그들로 하
여금 교회 내 갈등상황을 예방하고 잘 대처해 나가도록 준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무
엇보다도 목회자는 자신과 교회 내에 신자들의 화해의 영성이 증진되도록 끊임없이
영성훈련을 강조하는 관계중심의 영성목회를 지향(志向)해야 한다. 필자는 갈등은 어
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발생한 갈등이라면 이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영성의 수준이라고 믿는다. 화해의 영성은 모든 신자들의 영적 수
준의 가늠자가 된다(마 5:9; 약 3:18). 오늘날 한국교회는 바울사도의 외침에 귀를 기
울여야 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고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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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해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최 광 선 박사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영성학)
김상백교수의 논문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해결 중심으로”
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갈등을 화해 사역을 통해 창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영성 목회적 관점에서 화해를 이해하여, 화해의 성
경적, 상담심리학적, 그리고 영성학적 이해를 탐구하였다. 김교수가 결론에서 말하듯
이, 본 논문의 목적은 “개 교회의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 또는 잘 관리하여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화해의 영성을 증진시켜 더욱 건강하게 성
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논찬자는 김교수의 노
력에 존경을 표하며, 이 논문의 제안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한 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만, 논찬자는 김교수가 제안하는 “교회 내 갈등 해결 중심으로”를 넘어서서 교
회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였다. 이를 위해 “거시적 차원의 화해
가 먼저”라는 주제로 논찬을 하였다. 논찬자는 거시적 차원의 화해와 미시적 차원의
화해가 분리되기 어려움을 인정하며, 화해의 범주를 지구적 차원, 사회적 차원, 영적
차원을 거시적 차원으로 이해하였다. 미시적 차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갈
등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화해의 사역을 말한다. 화해를 거시적 차원에서 접
근하고 바라보았을 때, 김교수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미시적 차원의 화해 목회는 보
다 통합적 관점에서 그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 논찬은 김교
수가 논문에서 제한한 연구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김교수의 논문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논찬임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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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연구의 주제인 화해는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여 응답하는 복음의 상황화이다.
김교수가 서론에서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며 그 원인으로 세속화
와 더불어 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꼽고 있다. 또한 그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인 상황에서 통일한국의 시대를 이끌어 하나님의 샬롬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한국교
회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과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으로 화해의 영성을 주장한 것은 현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고 이에 응답하는 복음
의 상황화로 가치가 있다.
2013년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은 조사대상이 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심각하고 이를 경제적 손실로 따져보면 연간 82조원에서 246조 원에 이
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1) 이어 2015년 OECD 조사 25개국 가운데 사회갈등지
수는 5위로 연간 최대 246조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2) 국내에서 쌍용자동차 노
동자 해고, 2014년 세월호 침몰, 밀양송전탑, 강정 해군기지, 북한 핵실험 등과 국외에
서 시리아 난민과 학살, IS, 지구온난화 등 김교수의 지적처럼 한국과 오늘날 세계는
수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화해의 사역은 복음의 근본적 범주가 되었다.
2. 거시적 차원의 화해가 미시적 차원의 화해에 우선된다.
보다 건강한 화해는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생태적-우주
적 차원, 사회적-수평적 차원, 그리고 영적-수직적 차원이며, 이 세 차원을 통합적으
로 이해하며 접근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분열과 왜곡, 차별의 현장에서 이 세 범
주의 화해를 다시 생각해보자.
1) 지구온난화와 지구위기
현재 인류는 생태계 파괴로 인해 생존자체가 근본적인 질문인 시대에 살고 있다.
최근 북극한파, 제트기류, 극소용돌이 등 기후에 관한 전문적인 용어들이 대중 매체에
자주 등장했다. 최근 한반도를 덮친 한파와 폭설에 대한 원인은 지구온난화 특히 극지
방의 기온상승과 온난화에 힘입어 더욱 강력해진 엘니뇨의 영향이었다. 2015년 파리에
서 195개국 정상이 참여한 파리기후협약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는 부제
로 보도됐다. 세계 각 정부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구온난화를 산업사
1) “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번째로 심각”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8/20/0325000000AKR201308201706
00003.HTML
2) “배려심 어디 갔나” http://www.hankookilbo.com/v/681ab292638a4ad88661e90f70228e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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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이전 대비 2%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최근 과학자들은 지구의 연대를
인류세로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현재 지구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생태계 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고발과 보도는 매일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
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느슨하게 응답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창조세계와 인간 그리고 하나님이 맺는 근본적인 관계의 파괴가 지구
온난화와 생태위기로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관점, 즉 생태적이며 우주적 차원의
신앙을 상실하였기에 이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다.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이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 1:20)고 말한다. 하늘과 땅의 만물과 화해하심을 기뻐하
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과 창조세계가 맺는 화해에 관심
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정당하다.
2) 경제적 양극화
헬 조선, 금수저, 갑질논란 등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소득불균형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이는 한국의 상황에 제한된 것이 아닌 전 지구적 상황이다. 국제구호개발기
구 옥스팜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62명이 보유한 재산이
세계 인구 하위 50%(약 36억명)가 보유한 재산과 맞먹는다고 한다. 위 단체의 지적은
경제가 모두의 번영을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를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1%를 위한 경제가 되 버렸다는 것이다.3)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상위 10%가 국내 총
자산의 52.8%를 차지고하고 있고, OECD 주요 22개국 중 임금 불평등이 가장 심하다.
교회 내에 비정규직, 청년실업자, 사회적 약자 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
국교회는 이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수평적 차원의 화해 사역을 깊이
고려하지 않는 결과이다.
3) 교파와 교단의 분열
한국교회가 신뢰도가 낮은 여러 이유는 전 지구적 관점의 생태위기에 무관심하며
또한 사회적 수평적 차원의 정의와 공평을 외면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교회의
교파 및 교단 분열은 화해의 사역 자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
실이다. 위 논문에서 김상백교수가 주장하는 화해의 사역과 성경적, 상담적, 영성적 근
거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들보와 티”를 통해 들려주고자 하셨던
3) “상위 1% 부자, 나머지 99%보다 더 많은 부 소유”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18/201601180034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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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적이며 죄책고백적인 가르침을 생각해본다면, 한국교회는 교파와 교단 분열을
심각하게 회개하고 에큐메니칼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즉 영적-수직적 차원인 하나님
과 한국교회가 맺는 건강한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된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화해를 이해하거나 논하지 않고 미시적인 범주에서 화해를 다루
는 것은 한계가 있다. 생태위기, 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교회분열 등은 복음을 왜곡하
고, 화해의 사역을 저해하는 요소가 분명하다. 그렇기에 화해는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을 고려하여 거시적 차원의 화해에 대한 우선적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화해를 위한 영성목회: 치유와 복음 선교 비전
논문에서 김교수는 화해를 위한 목회 전략을 세 가지로 제시한다.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이다. 화해의 영성은 김
교수가 주목하였듯이 건강한 관계회복이 그 핵심이다. 김교수가 인용한 어반 홈스는
영성을 하나님, 자신, 이웃, 창조세계와 맺는 관계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영성목회 전
략을 제시하면서 왜 창조세계와 맺는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
계를 개인적 차원에서 다루면서 사회적 수평적 차원의 관계회복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논문에서는 설명이 없다. 논찬자가 이해하기는 김교수는 화해를 개인적, 인간중심적,
교회중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접근하였기 때문으로 본다.
본회퍼는 『제자도』(Nachfolge)에서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를 대비하며 제
자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단순한 순종”으로 살아갈 것을 촉구한다. 화
해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에 값싼 화해일 수 없다. 화해는 구조적인
변혁과 함께 영적 조화의 과정이다. 화해의 과정에 필요한 진실, 기억, 회개, 정의, 용
서, 사랑을 포함하고 있을 때, 화해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별이 요구된다. 그럴
때 피해자에게 화해는 치유와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회개와 변화를 요청한다. 화해의
과정은 양자 모두에게 필요한 새로운 창조적 변화(“새로운 피조물,” 고후 5:18)를 의미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화해 사역이 값비싼 화해 그리고 치유와 복음의 응답으로서 기능하기 위
해 이홍정목사가 제안한 에큐메니칼하게 지속가능한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성장을 위
한 치유와 복음 선교 비전은 거시적 범주와 미시적 범주에서 화해를 이해하며, 영성목
회를 위한 제언이 될 것이다.4)
4) 이홍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공동체 만들기 – 일곱 테제,”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훈련원, 20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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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구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
유되고 화해된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로, 원심적인 하나
님의 선교, 즉 세상을 치유하고 화해하는 복음 선교에 참여한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는 복음적 존재로 변화되어 선교해석학적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공동체로, 프로파간다(propaganda; 선전선동)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치유되고 화해된 존재로서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언한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는 거룩한 세계성의 터 위에서 세상과 소통하는 성육신
적 선교공동체로, 냉전의식과 분파의식을 넘어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증언하는 샬
롬공동체이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는 복음의 총체성과 온전성을 증언하고 실현하기 위해
영적-수직적, 사회적-수평적, 생태적-우주적 차원의 생명선교를 융합적으로 수행하는
선교공동체이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는 자기비움(kenosis)과 상호의존(inter-dependency)의
영성에 기초한 생명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하
나님의 백성공동체이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는 지역적이며 동시에 지구적인 에큐메니즘에 복무하는
선교공동체이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는 총체적인 생명자본의 성장을 위해 복무하는 생명경
제공동체로, 치유되고 화해된 ‘마을공동체’의 건설, 즉 “마을목회”에 헌신하는 하나님
의 선교공동체이다.
4. 맺으며
1912년 대서양 앞바다에서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떠올려보라. 침몰하지 않을 배로
여겼던 그 배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였다. 배의 선원들은 빙산에 관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나 항로를 변경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 배가 절대 침몰하지 않을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식당 메뉴, 청소상태, 승객들의 불평과 갈등 등에 우
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거시적 차원인 배 자체의 안전과 생존이 최우선임에
도 이를 무시하고, 미시적 차원에 관심만 기울인 결과 그 배는 침몰하였다. 본 논찬과
관련하여 타이타닉이 들려주는 교훈은 거시적 차원의 화해가 미시적 차원의 화해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는 생명체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소위 1%
의 부자를 위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였다는 해석학과
위배된다. 분열된 태도로 화해의 본이 되지 못하고 정치적 아류가 되어가는 한국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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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교회의 화해사역은 지구에 대한 책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관심, 그리고 연합과 일치의 에큐메니즘 회복에 우선적
관심을 표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창조세계가
맺는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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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해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김 동 영 박사

(한신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목회상담학, 기독교영성)
본 논문은 화해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영성 목회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내적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는 가운데, 화해
에 대한 성경적, 상담심리학적, 영성신학적 이해를 추구하며, 나아가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화해의 영성을 심화시키기 위한 영성목회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현재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효과적으로 해결
되지 못하고, 사회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교회공동체의 대
사회 신뢰도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갈등(葛藤)이란 단어가 칡과 등
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것과 같이, 저자는 갈등을 “인간관계에서 서
로의 다른 생각들과 감정들이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서로 물리적으로 심리적
으로 대립하고 마찰하면서 아픔을 느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생각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대립할 때에, 갈등은 발생한다.
특히, 교회갈등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죄성에 근거한 영성적
원인, 분쟁을 통해 느껴지는 두려움과 지불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협력을 거부하는 힘
의 충돌 등이 나타나는 사회심리적 원인, 나아가 개인적인 내적 갈등, 교인 상호 간의
갈등, 구체적인 요인들(예, 목표나 목적의 차이)과 구조적인 요인(예, 교회 내의 계층,
성별, 세대 간의 차이)으로 인한 갈등이 보여지는 현상적 원인과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저자는 성경에 나타난 화해의 여러 단어들(예, 카탈랏소 혹은 디알랏소마이)을 고
찰한 후에, 화해란 “증오에서 우호적인 관계의 변화이며, 서로 합의하고 양보하는 것
이며, 더 나아가 증오와 장애물을 없애고 적대감 이전에 존재했던 본래의 관계로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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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화해의 개념은 관계성에 초점이 있고, 화해
의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에 있다. 화해는 하나님의 은총으
로부터 시작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변화이고, 관계의 단절된 아
픔과 상처, 그리고 분열을 치유하고, 새로운 창조적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를 위한 지혜와 교훈을 얻고
자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다(예,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예루
살렘 교회의 이야기 등).
저자에 의하면, 상담심리적 측면에서, 화해는 한 쪽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솔직한 노력과 시도 안에서 가능하다. 또한 화해
는 일회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다음과 같은 화해의 주기를 포함한다:
열린 관계, 상처를 주는 단계, 후퇴를 주는 단계, 자기 인식의 단계, 화해를 위한 내적
결심의 단계,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의 단계. 저자는, 영성신학적 측면에서, 온
전한 영성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형성능력”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영성의 핵심
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를 이루어내는 데 있다. 삼위일
체 하나님은 화해를 이루어내는 과정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신다: 화해를 먼
저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변화와 치유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하나님.
저자는 온전한 관계성을 회복하여 교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한 영성목회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화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먼
저 자기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 즉 내적 치유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화해의 영성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
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의 훈련의 통해서 건설적인 대화를 추구해야하며, 상대편의 입장
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의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논문은 교회현장에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함을 통하여 화해를 이루어내는 영성목회적 방법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목표와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 다른 생각들과 행동들이 대립하며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
영성목회적 방법론은 교회 내의 갈등을 바라보는 “창조적 전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교회공동체 내에서 갈등의 문제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극단적인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사회법의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교회
내의 갈등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유한성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교회공동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게 된다면, 오히려 교
회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영성목
- 250 -

회적 방법론은 교회 안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대방을 적대자나 위협적인 존재로 생
각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나 친구로 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
성목회적 방법론은 이미 발생한 교회내의 갈등의 해결뿐만 아니라,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관리하는 예방적인 차원을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의 갈등을 넘어 화해를 추구하는 접근법은 학문 간의 대화, 특히 신
학과 심리학의 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상담심리학적 측면에서, 화해
는 한쪽의 일방적인 시도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솔직한 노력 안에서 가능하다. 즉 화
해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뿐 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성신학적 측면에서, 화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
시는 은총의 선물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저자는
인간의 분열과 고립, 그리고 단절의 죄성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상호연결과 어울림
에 기초한 관계적 화해--나와 나 자신의 관계회복,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회복,
그리고 나와 신적 존재와의 관계회복--를 이루어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본 논문의 갈등을 넘어 화해를 추구하는 접근법은 “화해”의 개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측면을 주목해 보도록 기여하고 있다. 저자에 의하면, 화해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공동의 사명이다. 한
국교회의 지나친 교회성장위주의 목회행정은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있
으며, 대형교회와 개척교회의 양극화를 더욱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관계
적 화해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영성목회는 지나친 교회성장위주의 목회행정을
극복하도록 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
도록 한다. 또한 관계적 화해의 공동체적 측면을 강조하는 영성목회는 단순한 교회 내
의 갈등해결의 영역을 넘어서, 지역사회와 국가 안에 존재하는 분열과 갈등, 그리고
상처받은 역사와 현재의 문제들을 직시하도록 하고, 상호공존과 평화의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도록 하게 한다.
논평자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서 갈등을 넘어 화해를 추구하는 영성목회적 방
법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기독교 영성의 현장이나 목회 현장에서 저자
자신이 강조하는 화해를 추구하는 영성목회적 접근법을 활용한 (간략하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면, 독자들에게 더욱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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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화해에 대한 영성 목회적 고찰: 교회 내 갈등해결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찬
민 장 배 박사

(성결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예배학)
1. 요약
김박사님은 교회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을 속화와 더불어 교회문제를 제대로 해결
하지 못하는 교회의 갈등과 분열도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들을 수습하지 못하고 법적 소송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것이 언론을 통해 사회에 알려지면서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중에 교회와 관련
된 소송건수가 전체이 약 1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가 갈등을
교회 자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에 의지하는 경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화해의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교회를 과거의 존경받던 모습에서
이제 비난 받는 모습으로 바꾸었고 교회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갈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정의, 요소, 원인을 서술하고, 화해에 대한 성경적
이해로,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서는 첫째,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갈등의 현장을
떠나 있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야곱의 온전한 순종이다. 셋째, 야곱은 형과
의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다(창 32:13-20). 넷째, 하나님께 드린 간절
한 기도이다(창 32:23-32). 요셉과 형제들 관계에서는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요셉의 영성이다. 둘째, 형들의 진심어린 사과(謝過)이다. 셋째, 요셉의 용서
이다.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는 첫째, 갈등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다.
둘째, 교인들과의 소통이다. 셋째,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제시로 규명하였다.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화해에 대한 상담 심리적 이해로 위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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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Everett L. Worthington Jr.)의 용서와 화해의 차이와 용서의 다섯 단계인 상처의
회상(Recall the hurt) ⇒ 공감(Emphathize) ⇒ 용서의 이타적 선물(Altruistic gift of
forgive) ⇒ 용서의 선언(Commit publicly to forgive) ⇒ 용서의 지속(Hold on to
forgiveness)을, 화해는 양쪽에서 이루어지는데 내 입장고수(사람1) – 화해의 결단 –
대화 – 해독 – 헌신 – 헌신 – 해독 – 대화 – 화해의 결단 – 내 입장 고수(사
람2)로 제시하였다. 또한 크레이빌(Ron Kraybill)의 화해를 사건이 아닌 과정으로 이
해하고, 이 화해의 과정은 하나의 주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주기를 이해한다면 화해
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시간이 필요한 시점에서 억지로 화해를 주장하지 않
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화해에 대한 영성 신학적 이해에서는 홈즈(Urban Holmes)의 이론을 근거하여 첫
째, 화해를 시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둘째, 화해는 성자 예수님
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화해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제시하
였다. 화해를 위한 영성목회전략에서는 첫째, 자신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 낮
은 자존감 회복,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 순종훈련, 셋째, 이웃과
의 관계를 증진하는 영성목회: 경청과 공감훈련을 제안하였다.
김박사님은 갈등은 목회자나 교회에 달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갈등을 통해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지체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고, 아울러 문제해결과 회복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혜
로운 갈등의 해결을 통한 화해의 영성은 개인이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개혁과 발전의 단초(端初)를 제공할 수 있다며, 본 논문이 개 교회의 갈등상황을 미연
에 방지 또는 잘 관리하여 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더욱 공고히 할 뿐 아니라. 화해의
영성을 증진시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2. 공헌점
첫째,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김박사님의 주장과 또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비율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여겨진다.
둘째, 신학교육에서부터 갈등과 화해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영성신학적 교육을 강
화하여 영적인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CR)의 전문가 양성 필요성을 제기한 점.
셋째, 개 교회 안에서도 평신도지도자 교육을 통해 교회 내 갈등상황을 예방하고
잘 대처방안 필요서을 제기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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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목회자가 영성훈련을 강조하는 관계중심의 영성목회를 지향(志向)의 필요성
을 제안한 점.
3. 아쉬운 점
첫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위딩턴(Everett L. Worthington Jr.), 크
레이빌(Ron Kraybill), 홈즈(Urban Holmes)의 주장으로 정의 했다면 화해를 위한 영
성목회전략에서 세 학자의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더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점.
둘째, 부제에 맞는 교회 내 갈등해결을 위한 중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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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2 발표
환대(hospitality)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
구 병 옥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I. 들어가는 말
가장 많은 수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미국에서는 근래 선교적 교회
(missional church)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며, 해외만 선교
지가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는 반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0년
한국은 162개국에 8,10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2위의 해외선교사 파송국이 되었
고, 파송 선교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12월말 현재 171개 국가에서
27,205명이 사역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1) 이처럼 해외선교에 대한 열심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한국교회 지도자들
과 교인들도 이를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외국인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최초 통계를 집
계한 2006년 외국인주민2)의 수는 약 54만 명으로 2015년 1월 현재 174만명을 넘어 10
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그 규모도 전체 주민등록인구(5,133만명)의 3.4퍼센트에
달한다.3) 이러한 추세는 세계 속에서 높아져가는 한국의 위상을 잘 반영해 준다. 뿐만
1)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5년 12월 말 한국선교사 파송 현황(통계),” http://kwma.withch.kr/
bbs/board.php?bo_table=sub7_1&wr_id=1701 (2016. 1. 20. 접속).
2) 외국인주민이란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그리고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미
성년 자녀를 의미한다.
3) 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주민 현황 보도자료,” “http://www.mogaha.go.kr/frt/bbs/type010/
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6311 (2016. 1. 2.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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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한국도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며 일상에서 쉽게 외국인을 접하는 다문
화 사회로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거주 외국인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은 한편으로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도전
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것이 도전인 이유는
수년전 방송으로 인기를 모은 “사장님 나빠요”란 개그 코너가 우회적으로 시사하듯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태도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이미
지에 손상을 주고 교회의 선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것이 기
회인 이유는 외국인 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개인들 사이의 우호를 넘어 보다 큰 차
원의 화해로 이어지는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정책과 함께 급속히 성장하는4) 국내거주 외국인유학생(이하 유학생)은
이주노동자5), 결혼이민자 및 자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환대와 관련하여 유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삼으려는 이유는 첫째, 한국의 순혈주의6)
사상으로 인한 유학생들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7)과, 둘째, 유학생들 중 개신
교 인구는 8.9퍼센트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이다.8) 결국 환대의
실천을 통하여 적은 수의 기독교인 유학생들을 한국교회의 예배와 공동체로의 초청하
고, 비기독교인 유학생들에게도 복음전도와 섬김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본 소고는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국제화되는 한국사회의 상황 속에서 국내
거주 유학생과의 공존, 화해, 상호이해를 위한 ‘환대(hospitality)’ 개념의 함의와 활용
방안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더 나아가 진정한 화해의 방편으로서
환대가 복음전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모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환대(hospitality)의 성경적 개
념과 학자들의 환대신학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제학생회(ISF)의 사례 연구를 통해
4)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규모는 2003년 1만2천여 명에서 2015년 9만1천여 명으로 12년 만
에 742퍼센트 증가했으며, 「Study Korea Project」1, 2단계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해
2020년까지 2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김기남 외 7인,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대전: 한국문화국제교류협회, 2009), 30-31; 정
노아, “한국 유학생 정책 및 유학생 선교,” 『재한 유학생 사역과 이주자 선교』(제7회
국제이주자선교포럼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자선교포럼, 2014), 20 참조.
5) “이주노동자”는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한국교회희망봉사단에서 이주민선교에 대한 조사보고서에서 사용되었다. 황홍렬 외 4
인, 『이주민선교 기초조사 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꿈꾸는터, 2013), 16 참조.
6) Gi-Wook Shin, Ethnic Nationalism in Korea, Genealogy, and Leg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19.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hospitality)에
관한 소고: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경이해,” 「구약논단」 제45집(2012/9), 53에서 재인용.
7) 박정현·이은복, “글로벌 5개국 20대의 가치관 비교,” 「LG Business Insight」
(2015/1), 35.
8) 김기남 외 7인,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조사 및 분석』 (대전: 한국문
화국제교류협회, 2009),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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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글로벌 환경에서 어떻게 각각의 그리스도인과 그 가정, 교회 공동체가 환대의
삶을 실천하고 복음전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룰 것이다.

II. 성경적 환대 개념과 선교전략으로서의 환대 이해
1. 환대 용어의 정의
일반적으로 환대란 주인이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을 지칭한다. 환대를
가리키는 독일어 ‘가스트프로인트샤프트(gastfreundschaft)’는 손님에 대한 우애라는
의미이다.9) 네덜란드어에서 환대(gastorijheid)는 “손님의 자유”라는 의미다.10) 헨리 나
우엔은 이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환대는 손님을 묶어 두지 않으면서도 우애
를 베풀고 손님을 혼자 두지 않으면서도 자유를 주고자 한다”11)고 말한다. 구약에는
비록 환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나오지 않지만12), 무수한 환대의 실천들이 묘사되
고 있다. 신약 롬12:13에 나오는 환대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필로제니아(philoxenia)’
는 문자적으로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지만, 존 쾨니그(John Koenig)는 신비한 반전
과 발전의 가능성 속에서 주객이 누릴 기쁨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한다.13) 영성학자
메조리 톰슨(Majorie Thompson)에 의하면, “환대란 나의 공간 속으로 다른 사람을 진
심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그리고 솔직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자유롭게, 그리
고 기쁜 마음으로 부드럽게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그 사람을 편안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환대는 곧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14) 그러나 환
대의 실천을 위해서는 환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성경이 그 토대가 되
어야 한다.
2. 성경의 환대의 요소들
성경에는 다양한 환대의 이야기들과 가르침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성경 이야기들
은 각각의 다른 스토리 속에서도 독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주의 깊은 독자들에게 성경
적 환대가 가지는 유사한 특징을 보여준다.
9) 헨리 나우엔/ 이상미 역, 『영적 발돋움』 (서울: 두란노, 1998), 82.
10) Ibid.
11) Ibid.
12) 데스몬드 알렉산더 & 브라이언 로즈너 편저, 『IVP 성경신학사전』 (서울: IVP, 2004), 1198.
13) John Koenig/ 김기영 역, 『환대의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28.
14) 메조리 J. 톰슨/ 고진옥 역, 『영성훈련의 이론과 실천』 (서울: 은성, 2000),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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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경에 의하면 환대는 마땅한 생활방식이 되어야 한다. 창세기 18장에 나오
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세 명의 손님에 관한 이야기는 환대의 성경적 이해를 위
해 빠지지 않는 중요한 본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를 마땅히 실천할 덕목으로
가르치고 동기를 부여한다.15) 아브라함의 환대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기도 했다.16) 이
러한 환대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마음의 평안이나 기쁨을 누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주는 교훈은 환대가 마땅한 생활방식이 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2절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
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라고 하면서 이를 확증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의 생활방식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그리
스도의 접대와 연결시킨다. 우리가 대접하는 작은 자는 이 본문에 의하면 그리스도 자
신이시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환대가 없었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지를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에서 짐작할 수 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자신을 방문한 천사들을 극진
히 영접했다. 그러나 소돔의 주민들은 낯선 이들을 환대할 마음이 없었다. 그들은 롯
의 호소를 무시하고 방문객들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위험으로 몰고 갔다. 사사기 19장
또한 이처럼 환대가 무시될 때 그것이 단지 사랑과 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아니
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레위 사람이 첩과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외
지에서 숙박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 그는 종이 여부스 사람의 성읍에서 묵고 가자는
제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고
일축하고,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로 나아간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그 성 주
민들은 환대대신 그 첩을 윤간하여 죽게 만든다. 즉, 환대는 마땅히 실천해야 할 생활
양식으로서 이것이 무시될 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둘째, 환대의 대상은 이방인, 나그네, 낯선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아브라함이 환대한 세 사람은 아브라함 부부가 전혀 모르는 나그네였다. 마
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환대의 특징도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전통을 잘 보
여주는 중요한 본문이다.17) 마태복음 25:31-46의 비유는 누가복음 10:30-37의 강도 만
난 자의 비유와 함께 우리의 환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이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
탈당하여 상처를 입는 등 연약하고 소외되고 위기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
들이다. 누가복음 14장은 이를 더욱 명백하게 드러낸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
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
15) 크리스틴 폴/ 정옥배 역, 『손대접』 (서울: 복있는사람, 2002), 41.
16) 알렉산더 & 로즈너 편, 『IVP 성경신학사전』, 1198.
17) Ibid.,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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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 (눅14:12-13).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주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가난한
자, 절름발이, 소경, 병신이라고 소외된 자들이 초대받는 것처럼 세상의 주인들도 동일
한 부류의 사람들을 환대해야 함을 가르쳐준다.18)
셋째, 성경적인 환대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그
네들의 필요를 보고 능동적으로 환대를 제공한다. 능동적이란 나그네들이 필요를 요청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다가갔다는 의미다. 열왕기하 4장에도 아무것도 기대하
지 않는 엘리사를 수넴여인이 강권하여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넴여인은 단순
한 대접에서 그치지 않고, 10절에서 능동적으로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가 마련된
방을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환대와 관련하여 신약성경의 중요한 본문인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4장도 환대를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찾아가는 적극성을 보였다. 마
태복음의 의인들은 나그네를 영접하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는 자들이었다. 누가
복음의 잔치를 배설한 왕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눅14:21) 환대할 손님들
을 청하라고 명령한다.
넷째, 성경적인 환대는 주인인 동시에 나그네인 이중적 자아 정체성을 토대로 한
다. 아브라함은 환대를 베푼 주인이었지만 동시에 나그네로 살았고,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창15:13)이란 말씀을 들었으며, 실제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객/이방인
(gērim)으로 살게 된다(출 22:21; 23:9).19)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할 정체성으로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레25:23)라고
말씀하시고, 다윗은 마치 그 선포에 응답하듯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
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대상29:15)라고 고백한다. 이러한 주인이자 나그네로서의 이중적 정체성은 구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환대의 사
역을 베푸신 예수님조차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요1:11) 냉대 받는 나그네셨으며,
스스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8:20, 눅9:58)고 고백하셔야 했다. 이처럼 주인과
나그네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환대를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제에 관해 외면하기 어렵게 만든다.20)
다섯째, 성경적인 환대는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열왕기상 19:9-24에 나
오는 사르밧 과부는 없는 중에 엘리야를 환대했다. 엘리야가 떡을 요청했을 때 과부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그런
극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를 환대하였을 때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왕상17:16) 않는 기적을 맛보았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18) 크리스틴 폴, 『손대접』, 37-38.
19) 알렉산더 & 로즈너 편, 『IVP 성경신학사전』, 1199.
20) 크리스틴 폴, 『손대접』,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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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를 실천한 양의 무리가 모두 재산이 넉넉한 부자들은 아니었을 것임을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3. 선교신학에서의 환대 개념 이해
성경에 나타난 환대를 연구하고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신학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서는 학자들의 환대 이해를 다룸으로
써 기독교적 환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의 성경적 이해와 더불어 환대의 실천에 도
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카렌 메인스(Karen Mains)의 환대와 대접의 구분21)
카렌 메인스(Karen Mains)는 기독교적 환대와 일반적 대접을 구분하면서 그것들
의 차이점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로 베푸는 자의 태도이다. 환대는 단순히
손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유함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접대는 완벽한 준비로 손님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 스스로 속박되는 것으로 출발한다. 둘째는 무엇을 우선시
하는가에 있다. 환대는 사물보다 사람을 우선시한다. 자존심을 생각하지 않고 공간이
덜 준비되어도 사람을 초대하고자 한다. 그러나 접대는 그 반대이다. 자존심이 먼저이
다. 공간이 잘 마련되지 않으면 초대하지 않는다. 셋째는 베푸는 것의 소유문제이다.
환대는 베풀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의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편히 즐기세요.” 접대는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즐기면서 감탄하세요” 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보상을
바라는 정도이다. 환대는 보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베푸는 자체가 기쁨이다.
반대로 접대는 칭찬의 말, 답례나 존경과 같은 어떤 형태든 보상을 기대한다.
2) 엘리자베스 뉴만(Elizabeth Newman)의 환대의 구분22)
엘리자베스 뉴만은 그의 저서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를 통해 환대를 다섯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네 가지 왜곡된 환대를 설명
하고 마지막에 대안적인 기독교적 환대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감상적인 환대 (a sentimental hospitality)”로 차를 함께 마시거나 표
면적인 대화, 아늑한 분위기 등으로 묘사될 수 있다. 상대방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
울이기 보다는 케이크를 먹는 것에 더 관심을 보인다. 본질보다는 남에게 비쳐질 외모
와 적절한 매너에 더 신경을 쓰게 된다. 이러한 감상적인 환대는 괜찮은(nice) 환대로
21) 카렌 메인스/ 강선규 역, 『행복으로 초대하는 오픈홈』 (서울: IVP, 2004), 36-39.
22) Elizabeth Newman, Untamed Hospitality: Welcoming God and Other Strangers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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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반대하는 것으로 여기고 말할 수 없는 상
태로 만드는 왜곡된 환대다.
두 번째는 “사유화된 환대 (a privatized hospitality)”이다. 이것은 예쁘게 단장된
집과, 맛있는 저녁, 그리고 공손한 대화 등으로 상징될 수 있다. 이것은 종종 환대를
개인 가정이나 개인의 일상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또 다른 왜곡된 환대를 보여준다.
세 번째는 “마케팅식 환대 (hospitality as a mode of marketing)”이다. 환대는 우
리의 사유화된 문화 속에서 공공에게 물건을 팔기위한 환대 산업(hospitality industry)
에 의해 왜곡되어져 왔다. 이러한 형태의 환대는 값비싸고, 서비스를 위해 돈을 지불
하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나타난다. 뉴만은 이러한 환대를 크루즈 환대(cruise
hospitality)라고도 지칭하는데, 사람들의 소비에 초점이 모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포용으로서의 환대 (hospitality as inclusivity)”이다. 또 다른 형태의
왜곡으로서 포용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감상적인 환대, 사유화된 환대, 마케
팅식 환대와 달리 왜곡된 환대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
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셨으며, 죄많은 여인이 자신
의 발을 옥합을 깨뜨려 씻는 것을 허용하시고, 간음한 여인을 변호하셨다. 그러나 예
수님의 환대는 무조건적 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간음한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성난 무리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
로 치라”(요8:7)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
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다. 포용으로서의 환대에서 다양성의 추구는 마
케팅식 환대의 변형으로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유혹한다. 이러한 환대를 왜곡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소비적이고 심미적인 삶의 방식
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다양성의
목적은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뉴만은 이상의 네 가지 왜곡된 환대와 대조하여 진정한 기독교적 환대로서 “집
없는 환대 (Homeless Hospitality)”를 말한다. 이것은 앞의 네 가지 유형의 왜곡된 환
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헨리 나우엔은 환대를 베풀 장소나 가정이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환대를 베풀 수 있다고 한다. 뉴만은 앞의 네 가지 유형의 일그러진 환대가 기
독교적 환대의 장소를 드러내는데 실패했으며,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환대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를 상실한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교외는 장소상실의 반영인데,
도시 확대 현상(urban sprawl)은 사람들이 차 없이는 아무데도 가지 못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집은 잠시 머무르며 먹고 자고, TV보는 장소
로 변한다. 텅빈 자아는 그가 뭔가 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조각나고
공허한 자아 대신에, 환대는 우리 자신을 손님과 주인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정황으로
이끈다. 그리고 감사로 사는 것을 배우게 만든다. 우리가 기독교적 환대의 왜곡을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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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고, 환대를 확산할 장소를 회복하려면, 우리는 교회를 반드시 필수적인 것으로 보
아야 한다. 우리의 장소는 고정되거나 지리적으로 보다는,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 앞
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의 장소는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하고, 이 몸은 순례중이다. 이 순례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우리를 위해 공급하시고 약속의 땅
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뉴만이 말하는 집 없는 환대는 예배로 연결되고 이러한 환
대의 여행/집의 다른 이름은 “예배”이다.23)
3) 크리스틴 폴(Christine D. Pohl)의 기독교적 환대의 이해24)
크리스틴 폴은 교회에서 난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얻은 환대에 대
한 관심을 성경과 역사연구, 각종 공동체 방문과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발전시킨
환대신학자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녀는 기독교적 환대의 중요 고려사항을 다음
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기독교적 환대는 인간 존엄성의 인식을 기초로 한다.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나그네와 이방인등)을 구체적인 일상
의 현장 즉, 가정, 교회, 공동체, 정치적 영역에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로 영접
하는 것이다.25) 이러한 환대는 시대의 문화를 거스르는 반문화적인 것이지만, 사회에
작은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26)
둘째, 기독교적 환대는 환대를 받을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폴은 환대의
대상을 (1) 전통적 나그네, (2) 현대사회의 상대적 나그네, (3) 미지의 나그네, (4) 위험
스러운 나그네, (5) 필사적인 나그네, 그리고 (6)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그네로 구
분한다. 전통적인 나그네란 “지지해 주는 관계망을 갖고 있지 못한”27) 또는 “후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28)들이다. 상대적 나그네란 사회와 공동체
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고,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나 무너진 가족관계속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들이다. 미지의 나그네란 빈곤하진 않지만 집을 떠나있
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같은 부류를 말한다. 위험스러운 나그네란 주인에게 경제
적 혹은 육체적 위험 등을 초래하는 나그네를 말한다. 이는 특정의 대상을 의미하기
보다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환대를 실천함에 있어서 낯선 사람을 받아들이는
23) Newman, Untamed Hospitality, 40.
24) 크리스틴 폴, 『손대접』, 81-222.
25) Ibid., 82-83; 김정현, “외국인이라는 문제, 그리고 환대,” 「코기토」 78(2015/8), 344.
김정현은 외국인을 대함에 있어서 환대란 그들의 인간존엄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방식
으로 대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26) 크리스틴 폴, 『손대접』, 81-82.
27) Ibid., 111.
28)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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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은 이미 5~6세기부터 분명하게 인지되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구약의 환
대는 성문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작하여 가정으로 초대되거나, 초대교회에서는 추천
서를 이용하기도 했다. 18세기 감리교도들은 친밀한 소그룹을 통해 나그네가 오면 공
동체가 알게 되고, 함께 도왔다. 필사적인 나그네는 순례자, 고향에서 쫓겨난 가난한
이들, 난민, 중독이나 심한 정신질환자를 포함한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그네란
가족과 교인, 친구 등 가까이 있지만 환대의 대상에서 놓치기 쉬운 사람들이다.29) 기
억해야 할 사실은 “손대접[환대]이 생활방식이 될 때, 우리가 영접하는 나그네와 손님
들은 더욱 다양해”30)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셋째, 기독교적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주변성과 연약함의 인식이 필요하다. 환
대에서 좋은 주인이란 자신의 주변성과 연약함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역사적으
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주변인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4-5세기 많은 지도
자들과 저술가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수도원 공동체를 만드는 등 능동
적으로 주변인이 되는 길을 택했다.31) 웨슬리는 소그룹을 개인적 변혁을 체험할 수
있는 경계선적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기독교적 환대를 회복했다. 환대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재산에 대한 관심은 환대를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좋은 주인
이란 연약함과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는 주인이며, 이들은 환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환대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권 출신의 난민들을 대할 때는 그들
의 환대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온전한 기독교적 환대는 환대가 가지는 한계를 알고,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
하며, 유혹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가능하다. 환대의 한계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영접할 수 없다는 사실이며, 보통 대부분 제한된 자원에서 연
유한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대를 실천해야 할 이유는 “개인적 손대접[환대]
이 모든 필요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약간의 필요는 충족시킬 수” 있으며, “그것은 사
람들이 돌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가 되기 때문이
다.32) 환대를 제공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사이에
는 긴장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오류를 피하기 위해 어떤 공동체
들은 “삶이나 교리에서 ‘거짓’되거나 부도덕한 모습을 드러내는 신자들”은 제외되었
다.33) 또한 환대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넘어서는 것도 중요하다. 칼빈은 보
29) 폴과 마찬가지로 헨리 나우엔은 환대의 여러 형태를 언급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와 자
녀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헨리 나우엔/ 이상미 역, 『영적 발돋움』 (서울: 두란노,
1998), 93-97을 참조하라.
30) 크리스틴 폴, 『손대접』, 129.
31) Ibid., 133.
32) Ibid., 161.
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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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목적으로 환대를 베푸는 것을 “상업적 거래”34)라고 경고한다.
다섯째, 환대를 위한 장소마련의 중요성이다. 환대를 위한 장소마련은 나그네에
대한 사랑과 관대함으로 마음에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환대에 적합
한 장소의 특징은 편안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간직하는 것이다. 이는 “feel at home”
의 표현처럼 집과 연관되어 있고 음식을 나누는 공간이다. 즐거운 주일 저녁식사를 회
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교회를 환대를 위한 하나님의 집으로 이해하여 식사를 나
누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정이나 교회가 감당하기 힘든 장기간 지속적인 환
대가 필요한 나그네의 경우는 공동체가 대안일 수 있다
여섯째, 환대를 삶의 습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현대인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환대를 실천해야 한다. 환대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닫는 가운데 시작된다.”35) 환대는 예수님의 임재를 상기하거나 환대에 관한 이야기
를 나누는 것이 습관화에 도움이 된다. 나그네가 되어보았던 경험을 기억하고, 자녀들
에게 미리 환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다. 환대를 독려하기 위해 웨슬리는 환대의 실
천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불러오는지 상기시켰다.

III. 유학생 환대 사역의 사례: 국제학생회(ISF)36)
1. ISF의 역사 및 사역 현황
1) 역사
ISF(International Student Fellowship)는 1997년 6월에 당시 서울대 언어학 석사
과정에 다니던 이상일37) 목사가 서울대 유학생들을 돕기 위해 시작하였다. 당시 한국
의 전체 유학생 수는 약 2천5백 명38) 정도였는데 대전의 국제과학기술선교회(SEM)외
에는 유학생 사역단체가 없었으므로 ISF가 유학생 사역의 초기 개척자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39) 이후 2000년 이사회를 구성(이사장 손봉호 교수)하였으며, 2002
년에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AM) 회원으로 가입, 2008년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34) John Calvin, Commentary on a Harmony of the Evangelists, Matthew, Mark, and Luke
(Grand Rapids: Eerdmans, 1949), 2:166; 크리스틴 폴, 『손대접』, 172에서 재인용.
35) 크리스틴 폴, 『손대접』, 204.
36) 지문선, 임현경, 저자 인터뷰, 서울, (2014. 5. 6.)
37) ISF 창립자인 이상일은 현재 총신대학교 신약신학 교수로 임용되어 사역하고 있다.
38) “국내대학 재학 외국인유학생 수,” 한국대학신문 인터넷 판 (1997. 9. 22자),
http://news.unn.net/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16393 (2016. 1. 22. 접속).
39) 국내 유학생 선교는 1995년 대전에서 국제과학기술선교회(SEM)가 설립돼 외국인 과
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활동을 시작한 게 처음이며, ISF가 바로 그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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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로 등록, 2009년 미국 유학생선교협의회(ACMI) 회원으로 등록을 거쳐 2011년엔
외교부 비영리 사단법인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ISF의 설립목적은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유학생과 그 가족에게 국가, 인종, 종
교, 사상, 성별에 관계없이 기독교적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40)과 이를 통해 전도하는
것이다. 이는 유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적 환대의 실천과 전도로
요약될 수 있다.41)
사역의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는 1997년부터 2000년 초까지로 유학생
지원이 주요 역할이었다. 당시 별도의 조직은 없었고, 행사가 필요시 계획, 홍보, 진행
은 ISF가 하고, 참여는 다른 선교단체 멤버들이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돕고 흩어지
는 협력사업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2004년으로 ISF 자체적으로 캠퍼스를 개
척하여 대학생 멤버들을 세우고, 디너파티를 시작하였다. 디너파티는 연말이나 특별히
날짜를 정하여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받아 성대한 식사를 제공하고 관계를 맺은 후
나중에 ISF 멤버들이 개별적으로 다시 만나 복음을 전했다. 세 번째 단계는 2005년부
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았다.42) 네 번째 단계는 2009년부터 교회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사역의 큰 전
환점을 가져왔다. 현재는 일반인 성도들의 사역 비중이 70퍼센트 정도로 더 크다. 끝
으로 2013년부터는 외교부의 권고에 따라 해외 사역(졸업생 컨퍼런스: 고국에 돌아간
졸업생들을 찾아가 격려하고 교제를 지속하는 사역)을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다.43)
또한 ISF는 20개의 협력교회와 후원교회를 가지고 있다. 후원교회란 재정을 지원
40) http://www.isfkorea.org/hboard3/bbs/board.php?bo_table=menu1_sub2 (2016. 1. 20. 접속)
41) 환대 실천과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ISF의 사역정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조
건적 사랑(Unconditional Love)이다. 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유학생들을 차별 없이 섬기
며 돌봄을 일컫는다. 둘째, 우정전도(Friendship Evangelism)이다. 이는 관계를 통해 예
수님을 소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셋째, 협력사역(Cooperation and Networking
Ministry)이다. 유학생들의 유익을 위해 건강한 모든 단체와 협력한다. 넷째, 복음주의
중심의 사역(Evangelical centered Ministry)이다. 복음전도와 사회봉사의 두 균형으로
유학생 사역을 한다.
42) ISF는 2014년 현재 국내 8개 지부 20개 대학교에서 사역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
울이 11개 지부로 가장 많고, 경기,인천 6개 지부, 충남 1개 지부, 경북 2개 지부가 있
다. 지부와 대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동서울지부(건국대, 한양대), 서서울지부(연세
대, 이화여대, 서강대), 남서울지부(서울대, 숭실대), 북서울지부(고려대, 국민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경기지부(경기대, 경희대, 단국대),
인천지부(인천대, 인하대, 연세대
(송도)), 논산지부(건양대), 대구지부(경북대, 계명대).
43) ISF는 11개의 해외지부에 20명의 협력간사를 두고 협력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지부(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카고), 캐나다 지부(벤쿠버), 유럽 지부(영
국), 인도·네팔 지부(뉴델리, 첸나이, 네팔), 동남아시아 지부(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
시아, 캄보디아), 중국 지부(길림, 산동), 일본 지부(간사이), 몽골지부(울란바토르), 아
프리카 지부(남아공), 남미지부(아르헨티나), 베트남 지부(하노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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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회를, 협력교회는 재정 후원도 하고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는 교회를 말한다.
협력교회와 후원교회는 대부분 서울에 위치한다.
2) 사역 현황
ISF의 사역은 크게 NGO 사역과 선교사역으로 나뉘며, 이는 다시 정기 프로그램
과 비정기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NGO사역의 정기 프로그램은 한국어교실, 영어
교실, 한국인 가정방문 및 홈스테이, 명절행사(설날, 추석, 송년), 유학생 부인모임
(Women's club), 의료서비스, 장학금 지급, 인턴십 및 취업연결, 국가별 졸업생 컨퍼
런스가 있으며, 비정기 프로그램으로는 포럼, 한국역사문화탐방, 서울 및 지방 명소여
행이 있다.
선교사역의 정기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유학생모임(ICF), 성경공부(한국어, 영어,
중국어), 비정기 프로그램은 크리스천 유학생 캠프(영어, 중국어), 유학생 선교책자 발
행, 외국어 예배 연결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역 중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초가 되고 구심점이 되
는 사역은 한국어교실이다. 유학생으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언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의 경우 서울 경기 지역을 중
심으로 19개 한국어교실44)을 개설하여 1학기와 2학기 두 차례에 걸쳐 유학생 683명을
지도하였고, 그중 25명의 회심자를 얻었다. 학국어 교실의 교사는 한 명의 교사가 보
통 학생 두 명을 전담하며, 한 학기에 일주일에 1번 2시간 강의로 10-11회를 가르친
다. 교사의 구성은 대학생 멤버가 약 30퍼센트, 일반 성도가 70퍼센트를 차지하며, 약
간 명의 선교사님들도 봉사하고 있다. 또한 설날과 추석 명절 행사를 통해 2개의 교회
를 포함하여 네 곳에서 260명의 유학생들을 섬겼다.
홈스테이도 또 다른 주요 사업 중의 하나다. 홈스테이는 1년에 4차례(설날, 추석,
중간고사 후 5월과 11월) 진행되며, 한국어 교실을 통해 희망학생을 모집한다. 홈스테
이를 제공할 가정은 후원교회45)와 협력교회46)의 광고를 통해 모집한다. 보통 토요일
에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와 교제를 나누고, 다음날인 주일에는 자연스럽게 함께 교회
에 가는 기회를 갖는다. 교제가운데는 초대한 주인이 간증을 나누어 간접적으로 복음
을 듣게 하는데, 효과적이다. ISF는 초대한 가정이 유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도록
독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유학생부인 모임도 매주 열린다. 서울대 유학생 아내들을 대상으로 시냇가푸른나
44) 한국어교실 참석자들의 수는 건국대(135명), 서울대(130명), 연세대 신촌(70명), 고려대
(70명) 등 총683명의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고
45) 후원교회는 ISF의 사역을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를 말한다.
46) 협력교회란 ISF의 사역을 이해하고 재정적으로 후원 외에도 교사 파송 등으로 적극
참여하는 교회를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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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회(낙성대역)에서 매주 금요일 모이며, 소요시간은 2시간 30분정도이다. 프로그램
은 두 명의 여성 간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제하며, 교회는 이 시간동안 아이
들을 돌봐준다. 2014년 5월 현재 8개국에서 온 15명의 유학생 부인들이 참석하고 있는
데 90퍼센트가 무슬림들이다. 모임시간동안 가스펠 송을 틀어놓고 관계가 깊어지면 개
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선교 사역으로 유학생 성경공부와 예배가 5개의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다. 성경
공부 모임은 간사, 선교사, 교수 등 캠퍼스별 상황에 맞게 인도자가 사역하며, 언어는
인도자와 유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사용한다. 2014년 5월 현재
5개의 캠퍼스에 5명 내외 총25명 정도의 유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학생캠프는 여름행사로 ISF 선교사역의 중요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이
캠프는 매년 여름방학 직후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열리며, 처음부터 기독교적인
수련회임을 공지하고 학생들을 모집한다. 캠프의 내용은 오전과 밤에는 강사를 통해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고, 낮에는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3년 여
름의 경우 유학생 36명 한국인 45명 총 81명이 참석하였다. 유학생 참석자들의 절반은
복음에 열려있는 학생들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놀러 오는 학생들이다. 이 캠프의 특징
은 캠프의 홍보 및 유학생 참여자 모집, 강사의 선정은 ISF가 하고, 기타 프로그램의
준비 및 진행은 사랑의 교회 OVERSEED 소속 청년들이 맡는 협력사업이다.
매년 여름 3박4일간의 제주도 비전트립도 이뤄지고 있다. 학업에 지친 유학생들
이 자연에서 쉼을 얻고, 기독교 유적지 방문을 통해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는다. 매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유학생들이 일정부분 경비를 부담하고, 제주동남교회가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 ISF는 매년 1,200명 이상의 유학생들에게 주
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있다.47)
2. 환대의 관점으로 본 ISF 사역의 평가
나그네로 이 땅에 머무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그 사역의 내용에 있
어서 ISF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환대 사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앞의 논의를 토대로 환대의 실천을 위한 교훈을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환대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여기서 “마땅히”란 그리스도의 가르침처럼 삶의 우선순위로 주변의 나그
네를 향한 환대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삶의 방식”이란 환대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섬김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 이에 관해 폴은 현대인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
47) 지문선, “유학생 사역의 미래 방향,” 『재한 유학생 사역과 이주자 선교』(제7회 국제
이주자선교포럼 자료집, 서울: 국제이주자선교포럼, 2014),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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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를 조정하고 의도적으로 환대를 실천하여 습관으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48)
인터뷰에서 지문선 목사(ISF 총무)는 한국어교실 사역이 유학생들에게는 가장 필요하
고 좋은 접촉점을 제공해주었음에도 일반 성도들이 교사로 참여하기 전에는 그 사역
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이유는 뉴만이 지적한 것처럼 바쁜 일상과 우선순위의
문제로 대학생 교사들이 갑자기 그리고 자주 무책임하게 빠지면서 유학생들에게 실망
과 불신을 안겨주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일반 직장인 성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
려 한국어교실이 안정되고 교사와 유학생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둘째, 환대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이다. 극심한 개인주의, 익명성의 강조, 관계의
단절, 범죄와 테러의 증가 등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대를 과거의 산물 혹은 이상
으로 여기기 쉽다. 또한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에 따른 위험은 역사적으로 계속 존재했
다. 그럼에도 마땅히 환대를 실천하기 위해선 폴의 지적처럼 개인 혹은 교회의 한계를
알고 경계를 정하며,49) 협력을 통해 함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ISF 사역은
NGO 선교단체인 ISF와 그리스도인, 교회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중심에서 “거
버넌스”50)의 중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데 장점이 있다. ISF는 공인된 단체로 각
학교들에 학생모집을 의뢰하고, 그리스도인 교수 혹은 학교측의 협조를 얻어 강의실을
마련하며, 후원교회와 협력교회 등의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어 교사를 모집한다. 교사
들은 강의 외에 식사교제, 가정 및 교회로의 초대, 간증 등을 통해 복음을 소개하고
지역교회로 연결시킨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개인, 교회, 혹은 ISF가 위험을 회피
하면서 협력하여 열매를 맺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가정과 식사의 중요성이다. 깊은 관계는 결코 한국어교실이나 공식 프로그
램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문선 목사는 경험에 비추어 70퍼센트의 유학생들이 한
국인 가정을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말한다.51) 그만큼 가정을 개방하는 것은 쉽지 않
은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유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환대의 한 형
태다. 게다가 가정은 초대교회부터 복음을 나누는 가장 효과적인 장소 중 하나였다.52)
가정이란 공간없이 환대를 생각할 수 없으며, 심지어 고대교회는 “나그네를 위한 방을
따로 떼어 놓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53) 또한 환대에서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48) 크리스틴 폴, 『손대접』, 203-204.
49) Ibid., 155-170.
50) 조성돈 외 3인, 『더불어 사는 다문화 함께하는 한국교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103. 공저자 심민수는 4장 “다문화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에서 ‘거버넌스’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혹은 합치를 위한 노력으로 일어나는 활동과 역할로 정의하고, 그
특징으로 다양한 기관들의 네트워크임을 강조한다. ISF는 사역의 조직과 내용면에서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1) 지문선, 저자 인터뷰, 서울, (2014. 5. 6.)
52) 마이클 그린/ 홍병룡 역, 『초대교회의 복음전도』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35.
53) 크리스틴 폴, 『손대접』,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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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다.54)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성경의 손대접[hospitality] 기사와 손
대접에 대한 역사적 논의들, 현대의 손대접 관행의 중심”55)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했고,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
을 주저하지 않으셨다. 필자도 유학시절 처음 방문한 교회에서 뜻밖의 식사초대를 받
았던 따뜻한 기억을 잊을 수 없다. 그러나 음식 자체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되며, 손님
에게 관심을 맞추는 식사여야 한다.56)
넷째, 환대는 돈이 없고 가난해도 가능하다. 우리는 환대를 베풀려면 통장 잔고가
넉넉해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ISF사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교사로 자원한 그리스도인들은 통상 한 학기 열 번의 모임가운데 한두 번 자발
적으로 유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대학 식당에서 최고급 식사가 5천 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2명의 학생을 가정할 때 만원내지 1만5천원이 든다. 교회적으로 보면, 후원
교회가 한 캠퍼스를 맡아 한 번 교사와 유학생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가장 이상적
인 숫자인 30명(교사 10, 유학생 20)을 가정할 경우 십오만 원이 소요된다. ISF 한국
어교실은 한 학기 2회 개강모임과 종강모임에 식사를 제공하는데 통상 한 번은 ISF
본부에서 식사를 제공하므로 지역교회는 1년 두 학기를 책임진다고 해도 30만원에 지
나지 않고, 4차례를 다 감당하더라도 100만원이 안 되는 재정으로 한 캠퍼스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환대는 많은 물질보다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57)이 더욱 중요
하다는 폴의 견해는 ISF의 사역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다섯째, 환대는 나그네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해마다 홈스테이 행사를 실시하는
데, 관찰에 의하면 가정을 오픈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반은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주재
원으로 이방인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학을 다녀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경험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안에서 여
전히 믿음의 순례를 행하고 있는“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레25:23)로서 이 땅을 살아간
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온 세상의 주인이셨음에도 나그네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중적
정체성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환대는 불가능하다.
여섯째, 환대는 복음전도에 중요한 요소지만 환대 자체가 복음전도는 아니다. ISF
의 목표와 사역정신에서 발견할 수 있듯 환대를 통한 복음전도는 ISF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다. 환대는 이방인들인 유학생들과 접촉점을 제공해주고, 관계를 발전시켜 복음전
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3-4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전염병에서 죽음을 무릅쓰
고 이방인 환자들을 환대함으로써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던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58)
54) 정경호, “환대의 밥상, 환대의 신학삶,” 「신학과 목회」 제34집(2010), 7. 정경호는 밥
상문화(식사)를 환대를 드러내는 시공을 초월한 가장 대표적인 값진 문화라고 말한다.
55) 크리스틴 폴, 『손대접』, 95.
56) Ibid., 187.
57) Ibid.,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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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ISF의 사역이 갖는 한계는 복음전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역에
참여하는 개인들과 교회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
다. 이를 극복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IV. 나가는 말
환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며, 그리스도인
됨의 단적인 특성이다. 환대는 단순히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꾸준히 실
천되고 도전받아 왔다. 환대가 기독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격에 있어
서 세상이 말하는 대접과 기독교적 환대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환대의 개념을 풍부하게 해설하고 이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준 학자들의 환대 이해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기독교적 환대의 모습과 방향성을 제시
해 준다.
환대신학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순혈주의적 배타성을 타파하고 낯선
이방 땅에 나그네로 거하는 외국인들을 기독교적 환대로 맞이하고 섬기라고 도전한다.
환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며 복음전도의 토대가 되는 태도이며 생활
방식이다. 개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어떻게 삶의 방식으로서의 기독교적 환대를
회복하고 실천할 것인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야 할 주제이다. 사례로 든
국제학생회(ISF)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지 않았던 1997년부터 유학생 사역의 선구자
로서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환대를 제공해오고 있는 기독교 단체이다. 그들의 사역은
복음전도를 위한 환대의 실천에 있어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첫째, 환대는 그
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이다. 둘째, 환대를 제공하려면 개인, 교회, 기관의 협력
이 필요하다. 셋째, 환대를 실천함에 있어서 가정 개방과 식사는 필수적이다. 넷째, 환
대는 가난해도 가능하다. 다섯째, 환대를 위해선 주인과 나그네의 이중적 정체성을 가
져야 한다. 여섯째, 환대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복음전도가 아니다.
국내에서 유학생 사역의 선도자로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제학생회(ISF)가
많은 회심자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과소평가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하
지만 환대가 단지 이방인을 회심자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의 삶에서 본질적인 태도이며 생활방식임을 상기할 때, 환대의 삶은 선택의 문제가 아
니라 순종의 문제가 된다. 환대의 삶을 위한 지속적이고 결연한 순종은 타인종과 타문
화과의 우애와 화해의 지경을 넓혀갈 것이다. 또한 기독교적 환대가 개인과 교회, 공
58) Rodney Stark, The Rise of Christianit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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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들에 전반적으로 확산될 때 개인과 개인, 지역과 지역, 자국민과 외국인, 자국문화
와 이국문화 사이의 화해와 연대, 그리고 통합을 바라는 이 시대는 교회의 선포와 삶
을 주목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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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1
“환대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에 대한 논찬
최 동 규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 교회성장학)
구병옥 교수님의 귀한 논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환대에 대한 성경적
인 개념, 학자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환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잘 정
리해 주셔서 한 번에 이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
으로 논찬자 역시 환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논문이 더 흥미롭게 느껴졌
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선교 또는 복음전도의 관점에서 외국인과의 화해라는 주제
와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공부
하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향한 다양한
선교적 노력들이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환대라는 관점을 통해서 외
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선교사역을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은 매우 높이 살만합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논문이라는 점을 전제로 삼고,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목에서 ‘외국인과의 화해’라는 단어
가 마음에 걸립니다. 화해란 기본적으로 갈등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갈등을 해
소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환대를 통해서 외국인과의 화
해를 도모하자는 제목은 마치 우리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이 갈등관계에 있는 것처럼
전제를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자는 들어가는 말에서 외국인들을 환대하는
것이 “개인들 사이의 우호를 넘어 보다 큰 차원의 화해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해라는 단어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문맥에 맞게 써야 하며, 제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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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라는 단어에 걸린 또 다른 문제점은 실제로 이 논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
라서 화해라는 표현보다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제목에서 “복음전도를 향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논문에서 복
음전도와의 관계성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단 한 문단에 불과합니다. 충
분한 논의도 아니며, 다소 피상적인 수준에서 원론적인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목에 사용된 단어들은 논문 전체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키워드들
로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적절한 분량으로 다뤄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환대를 복음전
도와 연결시켜 구체적으로 다루든지 아니면 제목에 적절한 변화를 주든지 해야 하리
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논문은 전반적으로 환대에 관한 신학적 이해를 잘 정리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ISF의 사역에 대해서 일차원적인 정보들을 꽤 많이 전해주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인 환대와
ISF 사역의 결합, 다시 말해서 환대의 관점에서 ISF 사역에 대한 평가는 피상적인 수
준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 수준에서 평가(evaluation)를 하려면 먼저 평가에 대한 항목들이
정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지표도 개발해야 합니다. 항목 선정과 지표 개발은
모두 합리적 추론과정에 의해 획득되어야 합니다. 조사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할 것입니
다. 질적 연구를 하든지 양적 연구를 하든지 뚜렷한 방향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런 점에서 본 논문이 일정한 대상을 향한 평가 수준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무
엇보다도 항목은 있지만 지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항목은 있지만 그 항목들을 선
정하는 과정이 환대에 대한 전체적 인식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연구자의 임의적 선정에 그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누락된
평가 항목들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논문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논찬자
의 이해력 부족에서 오는 문제입니다만, 뉴만이 말하는 환대의 왜곡을 설명한 곳에서
‘포용으로서의 환대’가 왜곡된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이
해되지 않습니다. 저자의 문장들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포용으로서의 환대에
서 다양성의 추구는 마케팅식 환대의 변형으로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유혹한다. 이러한 환대를 왜곡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소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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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심미적인 삶의 방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에 나타나는 다양성의 목적은 다양성 그 자체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
들이 중요해 보이기는 한데, 무슨 뜻인지 명쾌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뉴만의 개념인 ‘집 없는
환대’(homeless hospitality), 다시 말해서 네 가지 왜곡된 환대의 대안으로서 진정한
기독교적 환대를 말했는데, 이것에 대한 좀 더 쉬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요한 개
념 같아 보이는데, 설명한 문장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집 없는 환대와
교외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집 없는 환대와 예
배 또는 교회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ISF의 사역 현황을 설명한 곳에서 ISF의 사역을 크게 NGO 사역과 선교사
역으로 구분했는데,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구분했는지 궁금합니다. 논찬자의 생
각에는 NGO 사역과 선교사역은 서로 대등하게 나란히 놓고 볼, 같은 수준의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선교사역 중의 하나가 NGO 사역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NGO 사역은 선교를 드러내는 다양한 사역 가운데 하나로 생각할 수 있지 않
느냐는 것입니다.
넷째, 평가 부분에서 가정과 식사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homeless hospitality
의 관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두 개념 사이의 관계성에 대
해서 묻는 이유는 앞에서 저자가 뉴만이 말한 ‘집 없는 환대’를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
이는 듯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하는 환대만이 진정한 환대는 아니며,
따라서 가정에서의 환대를 넘어서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여기에서 논리적
인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환대의 관점에서 ISF 사역을 나름대로 잘 평가하셨는데, 한 가지 덧붙여
서 질문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ISF의 다양한 사역이 실제로 환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ISF가 펼치는 다양한 사역들이 환대 자체는 아니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교실을 환대라고 볼 수 있는가? 성경공부와 캠
프는 환대의 일환인가? 이런 질문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환대의 개념은 어디까지인
가? 이런 점에서 ISF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관 기관들의 다양한 사역들을 환대의
관점에서 그 연관성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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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박한 논평이 옥고에 흠집 내기처럼 비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좋은 논문을 통해서 환대를 통한 외국인선교에 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신 구병옥 박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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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2
“환대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에 대한 논찬
황 병 준 박사

(호서대학교 교수 / 실천신학)
구병옥박사는 서두에서 "급속도로 다원화되고 국제화되는 한국사회의 상황 속에
서 국내거주 유학생과의 공존, 화해, 상호이해를 위한 ‘환대(hospitality)’ 개념의 함의
와 활용방안을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고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있
다. 더 나아가 진정한 화해의 방편으로서 환대가 복음전도에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으
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모색하려고 한다고 연구방
법을 설명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첫재, 성경적 환대개념과 선교 전략으로서 환
대의미를 용어정의, 성경의 환대요소, 선교신학의 환대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아러한 이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국제학생회(ISF) 사례
를 통해 환대의 신학적 관점으로 실천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논찬자의 의무로 본 논문에 대해 몇가지 질문과 함께 논찬하고자 한다.
첫째, 환대의 성서적 의미와 신학적 함의는 기독교 신앙인들에게 실천적 행위를
요구한다. 환대와 화해를 통해 복음을 수용하는 과정은 무엇인가. 타종교 또한 환대와
화해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환대와 화해' 주제는 기독교 신학만의 강조는 아닌데
환대와 화해를 통해 얻어지는 구체적인 다음단계 과제는 무엇이며 접촉점을 형성한
개인과 교회의 다음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엘리자베스 뉴만의 환대 구분 가운데(감상적인 환대, 사유화된 환대, 마케팅
식 환대, 포용으로서의 환대) 한국인의 정서와 전통적 문화에 기반해서 볼때 어떠한
환대문화가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할까 생각해 보았다. 혹시 이 환대에 대
한 구분은 개인적인 차이와 더불어 각각의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적 사례들
이 있는가. 또한 뉴만의 강조인 "집없는 환대"개념이 한국인 정서속에 나타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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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
셋재, 크리스틴 폴의 환대 대상의 구분들은 좋은 신학적 통찰을 준다. 전통적 나
그네, 현대사회의 상대적 나그네, 미지의 나그네, 위험스런 나그네, 필사적인 나그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그네 개념구분이다. 이러한 나그네의 개념은 선교대상을 구
체화한다. 막연한 선교대상이 아니라 선교 대상을 찾아 가거나 수용할 수 있는 통찰을
가져다 준다. 이러한 나그네 개념을 한국상황에 적용하면 어떤 대상일까.
이러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의 공헌점은 첫째, 기독교인들의 삶의 실천방
안을 나그네 접대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환대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마땅히”란 그리스도
의 가르침처럼 삶의 우선순위로 주변의 나그네를 향한 환대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
이며, “삶의 방식”이란 환대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섬김이 되어야 함을 말한다"고
강조한다.
둘째, NGO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선교활동이다. 교회의 개별적 선교를 통합과 협
력을 통해 선교하는 것은 한국교회 선교의 좋은 방향성이라 생각한다.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자원봉사에 참여함으로서 신앙인이 될수 있다. 참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실
천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은 교회들의 협력을 통해 사회
단체와 교류된 단체가 될수 있고, NGO단체로 성장 가능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지적한대로 "환대는 복음전도에 중요한 요소지만 환대 자체
가 복음전도는 아니다." 이 사역의 목표와 정신은 환대를 통한 복음전도여야 한다. 연
구자는 "환대는 이방인들인 유학생들과 접촉점을 제공해주고, 관계를 발전시켜 복음전
도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F의 사역이 갖는 한계는 복음전도가
매우 제한적이며, 사역에 참여하는 개인들과 교회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그 영향력
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를 극복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계점과 극복방안
을 지적하였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교회의 통합과 협력으로 이방인을
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귀한 연구를 통해 성서적 환대
개념과 이방인수용의 화해신학을 제시해주신 구병옥박사께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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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3
“환대를 통한 외국인과의 화해 모색: 복음전도를
향하여”에 대한 논찬
김 구 원 박사

(개신대학원대학교 교수 / 구약학)
“환대”는 고대근동 세계에서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인식되었지만, 구약 성경에서
만큼 그중요성이강조되지는않았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덕목이 무너지면 사회가 ‘종말’
을 맞는다고경고할 정도다.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19장과 사사기 19장이다. 손님을 환
대하지 않은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고, 마찬가지로 환대의 관습을 지키지 않은 베냐
민 사람들은 내전을 통해 멸절의 위기를 맞았다. 반면 환대를 잘 한 사람들은 하나님
을 대접했다는 최고의 축복과 칭찬을 듣는다.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다. 예
수님의 죽음도 결국 환대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자기가 지으신 세계에 오신 예
수님이 사람들의 환대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이것이 누가
복음 7장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은 손님인
예수님에게 환대의 가장 기본적 사항들을 생략하였다. 예수님은 시몬에게서 받지 못한
환대의 예를 대신 실행해준 ‘죄인인 여자’를 칭찬하시면서, 시몬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
한다: “네가 이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 너는 내
게 입맞추지도 않았으나, 이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맞추기를 쉬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러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이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는이 이는 이 여자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
이다.” 이처럼 환대는 신약에서도 복음을이해할 수 있는 은유적 틀도제공한다.
이런 의미에서 환대를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하고, 복음 전도를 향
한 환대의 역할을 모색하는 구병옥 교수의 논문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라 하겠다. 특히
- 281 -

ISF의 사역을 환대의 관점에서 소개한 것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사역을 계획하고, 혹
은 현재 비슷한 하고 계신 분들에게 사역의 철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보다 발전된 논의를 위해 다음의 세가지를 토
론 질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저자의 주장처럼 만약 환대가 “이방인을 회심자를 만들기 위한 선교적 도
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질적 태도이며 삶의 방식”(13쪽)이라면,또한 환대가
크리스틴 폴의 주장대로 환대가 인간 존엄성에 기초한다면,환대 사역을 하는 ISF와
같은 기독교 선교 단체가 좁은 의미에서의 ‘개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독교인들만이 존엄한 인간이라고 주장할 수 없
으며, 인간 자체에 존엄성이 있다고 믿으면 환대는 종교적 배경에 관계없이 베풀어져
야 하기 때문이다. 좁은 의미에서의 ‘개종 프로그램’은 환대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ISF 사역을 평가할 때 그 사역으로 회심자가 몇명 나왔는가를 기준
으로 삼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둘째, 성경에서는 주로 환대 관습에서 주인의 책무에 관심을 두었다. 주인이 환대
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가 축복과 심판을 결정한다. 반면 주변국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환대의 손님의 책무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주인이 제
공한 음식을 거부한다든지, 주인의 친절을 남용하여 수년동안이나 그 집에 머물고 음
식을 축낸다든지, 심지어 주인의 것(예를 들어 아내)를 도둑질한다든지의 경우가 부각
된다. 물론 이것은 정착 생활을 한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언제나 손님처럼 찾아오는 유
목 인구를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사실과 연관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SF와 같이
환대 프로그램으로 넓은 의미의 선교를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그런 남용의 대상이 되
지 않기 위해 어떤 것을 해야할지 생각하게 한다. 유학생들이 혹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단순히 기독교 환대 운동을 세속의 자선 단체로 오인하지 않도록 만드는 차별성을 어
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두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인데, 논문에서 “환대는 가난해도 가능하다”는
말을 하면서 그 예로 ISF 사역에서 후원교회가 1년 담당하는 식비가 최소 30만원, 최
대 100원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그것이 환대는 가난해도 가능하다는 말에 대
한 좋은 예일까? 이것은 한국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는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을 전제하는 것 같다. 그러나 환대가 정말 가난해도 가능한 이유가 무엇
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환대가 단순한 자선이 아니기 때문
일 것이다. 환대는 어떤 면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생명의 가장 기본적 필요를 나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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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지, 불특정 다수에게 내 생활의 잉여를 건네는 것이 아니다. 환대가 논문의 제목
처럼 “복음 전도를 향해”나아갈 수 있으려면, 가난해도 가능한 환대의 개념을 깊이 고
민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역가운데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환대 사역에 관한 좋은 논문을 써 주신 구병옥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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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차 정기총회
사회 : 김한옥 회장
개회선언 ··························································································· 회장 김한옥 박사
개회기도 ···················································································· 상임이사 나형석 박사
전회의록 낭독 ·················································································· 서기 최진봉 박사
사업보고 ··························································································· 총무 김상백 박사
감사보고 ··········································································· 감사 김순환, 문병하 박사
회계보고 ··························································································· 회계 서승룡 박사
회장과 감사 선임 보고
- 회칙 제2장 제6조 7항에 의거 ······································· 이사장 김세광 박사

회장과 감사 총회인준 ······························································· 회장 김한옥 박사
제21대 임원소개 및 신구임원교체 ······································· 20대 회장이 소개
기타토의/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폐회선언 ··························································································· 회장 김한옥 박사

- 284 -

제 20회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 : 2015년 2월 14일 (토) 11:00
장소 : 카리스 호텔(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
1. 회장 김충렬 박사의 개회선언과 이사장 나형석 박사의 기도로 시작하다.
2. 서기 전창희 박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자 제19회 정기총회 회의록 서
기를 전창희에서 윤동규로 수정한 다음 받자는 김한옥 박사의 동의와
위형윤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3. 총무 김경진 박사가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을 보고하자 나형석 박사의
동의와 김한옥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4. 감사 문병하 박사가 감사 보고하자 나형석 박사의 동의와 김충렬 박사
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5. 회계 서승룡 박사가 회계보고하자 회기 날짜의 종료를 2014년 12월 31
일에서 2015년 1월 30일로 수정한 뒤 받자는 김상백 박사의 동의와 이
말테 박사의 재청으로 승인하다.
6. 한국실천신학회 이사회 이사장인 조기연 박사가 이사회 회의록
(2015.2.13.)을 보고하다.
① 인사사항
본회 회칙 제 2장 제 6조 7항에 의거하여 신임 회장에는 수석부회장 김한
옥 박사를 추천하고, 감사에는 김순환 박사와 문병하 박사의 연임을 추천
키로 결의하다. 아울려 이사장 조기연 박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책임 고문
단 가입과, 상임이사 김세광 박사의 이사장 승계, 선임이사 나형석 박사의
상임이사 승계를 결의하고, 분과장 교체로 인하여 조재국, 김성민, 박해정,
최동규 박사 대신 조성돈, 김홍근, 이말테, 김선일 박사를 이사로 영입하
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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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감사 보고
감사인 문병하 김순환 박사가 회계감사 보고를 한 후에 김성민 박사의 동
의와 김윤규 박사의 재청에 따라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
③ 회칙 개정
별칙 제 6항을 신설하기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술지 심사자
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편집위원회 투고 규정 제
2조 5항에 “학술지 심사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
를 첨가하기로 하다.
7. 이사회 회의록 보고에 대하여 나형석 박사의 동의와 위형윤 박사의 재
청으로 승인하다.
8. 19대 회장 김충렬과 임원들의 인사 후, 20대 회장 김한옥이 신임회장
인사하며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선임한 뒤 이메일로 알릴 것
을 발표하다.
9.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는 회칙 개정에 대하여 나형석의 박
사의 동의와 김윤규 박사의 제청으로 승인하다.
10. 김충렬 회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김충렬
서기 전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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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사업보고
1. 제56회, 제57회, 제58회, 제59회 정기학술대회를 회원들의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1) 제56회 정기학술대회 * 주제: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 일시 및 장소: 2015년 5월 16일, 한세대학교
2) 제57회 정기학술대회 * 주제: 교회와 경제
* 일시 및 장소: 2015년 9월 12일, 서울우리중
앙교회
3) 제58회 정기학술대회(기독교학회와 공동) * 주제: 정의
* 일시 및 장소: 2015년 10월 23일-24일, 온양
관광호텔
4) 제59회 정기학술대회 * 주제: 갈등과 화해(학제 간 대화)
* 일시 및 장소: 2016년 2월 12일-13일, 부평 카
리스호텔
2. 제20대 임원회를 6차례, 전공학술분과회의를 1차례 개최하여 주요사항
들을 협의 결정하여 함께 진행했습니다.
1) 2015년 2월 14일(토), 정기총회 후 임원회의, 부평 카리스호텔
2) 2015년 2월 28일(토), 임원 및 전공학술분과장회의, 서울역 KTX 회
의실
3) 2015년 5월 16일(토), 임원회의, 한세대
4) 2015년 7월 7일(화), 임원회의, 서울우리중앙교회
5) 2015년 9월 12일(토), 임원회의, 서울우리중앙교회
6) 2015년 10월 23일(금), 임원회의, 온양관광호텔
3. 2016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및 장소: 2016년 1월 11일(월), 오전 7시-8시,
서울 세종호텔 2층 엘리제
* 설교: 문성모 목사(서울장신대 전 총장)
* 정장복 한일장신대 명예총장, 문성모 서울장신대 전 총장 외 21명 참석
한국실천신학회
총무 김상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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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각종사업일정
I. 한국실천신학회 홈피

1. 직접입력 : www. praxis.or.kr 한국실천신학회
2. 혹은 모든 사이트에서 「한국실천신학회」를 치고 홈피로 들어감,
3. 모든 학회논문 신학과 실천자료(창간호-47호까지) 볼 수 있음.
4. 회원 등록하고(본 회원은 의무사항) 승인 받은 다음 글쓰기를 할 수 있음.
5. 홈피에서 관련사이트로 논문투고시스템과 심사시스템 개설 모든 논문은 관련시스템에서
만 한다. 그리고 다른기관 학술교육원, 한국기독교학회, 한국연구재단 연결
6. 홈피와 투고시스템, 심사시스템 모든 관리는 학술교육원에서 제공(하드 200M/트래픽 600M)
유지비(서버회선사용료) 년 12만원 월1만원
7. 2014년 4월 학술교육원과 새홈피 및 관리, 논문시스템관리, DOI시스템관리비와
논문제공과 교환 = 계약자 갑 편집장 위형윤을 (주)학술교육원 대표 노방용

II.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 2016년 년5회 발행: 홈피에서 회원가입하고 논문투고시스템접수, 심사시스템, 검사 등
1) 제48호 1월 20일 원고마감, 한글논문 2월 28일 발행- 한글논문
2) 제49호 4월 20일 원고마감, 5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3) 제50호 6월 20일 원고마감, 7월 30일 발행- 외국어 논문(영어와 독일어)
4) 제51호 8월 20일 원고마감, 9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제52호 10월 20일 원고마감, 11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5. 게재비 일반논문 30만원, 년회비 3만원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6만원
기존회원 년회비 미납자 2년분
학술지원논문 50만원, 년회비 3만원 필수, 신입회원 년회비 2년분
투고규정 2조 2항에 의하여 A4용지 13-15매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
만원, 단 연구지원 논문은 25매를 초과 지원할 수 없다.
회칙개정발후 4월부터 강사는 게재비 20만원 조정하기로함/ 단 논문 제출
시 소속과 직급표기, 2015년부터 심사시스템구축으로 인한 심사비 지급

6. 논문제출시유의사항

1. 홈피에서 회원가입후 관련사이트로 논문투고시스템 - 회원가입후에-논문투고 학술지 투고
안내에서 지원서 및 서약서 양식다운 받아 논문과 함께 제출. 게재가, 게재불가, 규정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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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스스로 홈피 투고 시스템에서 본인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각주와 참고문헌과 숙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정을 지켜 주실 것
3. 한글초록과 영문초록은 10포인트를 기준하여 1면 중 3분의 2 내외로 할 것
4. 연구윤리규정을 읽고 숙지할 것
5. 논문 구성은 대지는 I. II. II. IV. 소지는 1. 2. 3. 4. 등
서론은 들어가는 말, 결론은 나가는 말
6. 참고문헌과 각주는 30개 내외
7. 각주의 인용은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등재지) 5개 이상을 필수로 인용해야 함,
기타 타논문 등재지 인용 5개 = 각주와 참고문헌인용은 30개이상 필수사항임
8. 과다한 도표나, 인터넷자료, 제자들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하여 공동게재는 불가함

III. 각종연구모임
1. 한국교회성장동력위원회: 논문 완성되어 편집중에 있음
위원장 : 조재국 박사 간사 : 조성돈 박사 김선일 박사
위 원 : 위형윤 박사 김윤규 박사, 김세광 박사, 이요섭 박사,
이명희 박사, 김한옥 박사, 정재영 박사, 최동규 박사

2. 실천신학 대전 편찬위원회(전공별)

편집위원장 : 위형윤 박사(안양대 교수)
공동연구위원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간 사(총무)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 교수) 안민숙 박사(백석대)
이정광 박사(안양대) 김수천(협성대 교수)
위 원 : 20명 - 30명
3.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연구위원회 : 한국전통문화와 기독교예배문화를 분석하
고 새로운 교회력 목회 기획을 제시한다.
위원장 :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간 사 :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위 원 : 5-6인 내외(전공교수) 예배학회회원
4. 한국 전통관혼상제와 기독교 성례전 연구위원회 : 전공교수님들 지원 바랍니다.
위원장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간 사 : 김형락 박사(서울신대)
위 원 : 5-6인 내외(전공교수)
5. 학회발전기금위원회 : 연구지원, 학술지원 학술답사, 출판, 홍보, 법인설립 등.
위원장 : 문성모 총장 부위원장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간 사(총무)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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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 민화규 목사(대신) 조기연 박사(성결교) 김세광 박사(통합) 주숭중 박사(통합)
이명희 박사(침례교) 조재국(감리교) 박해정(감리교) 각 교단별로 1인(10인 내외)
6. 국제관계진흥위원회 : 국제학술지개발, 기금모금, 국제간 회원 및 학술교류 등.
위원장 : 이말테 교수(루터대학교)
간 사 : 김나함 박사(독일 말브르크대학 교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허정갑 박사 (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7. 실천신학 각종 자격인증제 : 위원회 구성(각 분야별로 심사위원 5인 선정)
목회상담사 : 각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목회상담 과목이수 후 학회 시험합 격자
기독교장례사 : 각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교회성례 및 예배학 과목 이수후
학회 시험합격자
설교사 : 각 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과목이수 후 학회 설교대회 설교합격자
벨칸토 찬양사 : 벨칸토 찬양학교 수료 후 학회심사 후 합격자

8. 한국실천신학자 20인 수필집 및 설교집 제작의 건

1. 제작비 및 필자 및 출판사 선정
2. 집필자 선정 : 회원으로서 자유주제와 지원자 20인 선정
3. 접수마감기간 : 보류

IV. 제21대 한국기독교학회 소식

A. 제11회 소망학술상 모집공고(매년1회)
1. 2016년 8월 30일 마감 완성된 원고 제출 A4 150매 (4X6판 200이상)
2. 당해 12월 30일 까지 책 30권 출판 제출
3. 지원금 500만원 4명 엄격한 심사 후 한국기독교학회 홈피 참조
B. 제45차 한국기독교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제22회 정기총회
일 시 : 2016년 10월 일(금) 1시-18일(토) 1시까지
장 소 : 온양관광호텔

VI. 편집위원점수관리 안내

1. 편집위원 전국분포도 점수반영 4개 지역에서 7개 지역으로 확대(강원도 제주도, 외국)
편집위원 : 서울/경기 : 위형윤 김한옥 민장배 안석
전라도 : 김충렬 오오현
충청도 : 이명희 한재동 황병준
경상도 : 허도화 차명호
외국: 일본 박헌욱, 미국 허정갑
2. 편집위원 평가 직전 2년간 평균 5점-10점 = 1점, 10점 이상 = 2점
연구보고서, 연구발표문, 서평, 논평, 학술지 논문, 등은 1점
저서 3점, 기타경력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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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한국연구재단 연구자 정보에 편집위원의 실적을 제목과 출판사, 출판학
회, 논문지, 등을 그때 그때 올려 주시고 공개로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아이디 가능) 한국연구재단에 문의(02-3460-5737) 바람

Ⅷ. 정기학술대회 발표 일정
1. 제59회 정기학술대회 및 20회 정기총회
일 시 : 2016년 2월 초순 장 소 : 인천카리스 호텔
2. 제60회 정기학술대회 : 전체 전공발표
일 시 : 5월중 일 장 소 :
3. 제61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교회성장동력위원회 주관
일 시 : 9월 중 장 소 :
4. 제62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공동학회
일 시 : 10월 00(금)-00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VIII. 한국실천신학회 통장개설 안내

1. 총입출입 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한국실천신학회
-후원금 및 학술대회 연회비관리 등
2. 논문게재비 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게재비 심사비 출판비 등, 연구재단 프로젝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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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반회계보고
(기간: 2015. 2. 1. - 2016. 1. 31.)

항 목
이월금(2015.1.25)
이자
연회비
참가비
특별후원(김충렬회장)
연구재단
특별후원(우리중앙교회)
기타(기독교학회)
총 수입

수

입

액

10,236,729
3,027
5,250,000
3,535,000
1,000,000
10,000,000
500,000
30,524,756

지
항

금

출

목

금

액

학회 진행비: 자료집, 진행, 수고료
56회

9,246,900

57회

2,897,500

58회

10,443,000

학회지 발행

이사회 보고

신년하례

300,000

상조비 : 장례, 결혼, 출판기념회

409,300

기타

4,400

총 지출

23,301,100

현

잔

액

7,22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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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신학과 실천」연혁보고
1. 1890년 한국최초 예배서 감리교 미이미교회강례(美以美敎會綱例) 아펜셀러 번역,
1924년 한국인 최초 장로교 혼상예식서 발간, 1925년 성결교 최초 교리 및 예식서,
1901년 중국어도서 감리교 목사지법 (牧師之法) 울링거 역, 1919년 한국최초 평양
신학교 곽안련 선교사의 설교학, 목회학 책을 출간, 1937년 한국인 최초 목회학 저
서 성결교 김응조의 목회학 출간, 그 이후 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여 한국실천신학
은 전수되었다.
2. 1960년대 후반 한국실천신학회는 한국교회 최초 실천신학 관련교수들이 김소영을
중심으로 소모임과 전국순회 강연을 통하여 한국실천신학회의 모태를 형성하였다.
3. 1970년대 김소영, 박근원 등을 중심으로 실천신학 사전, 예백학 원론 번역 출판.
4. 1972년 제1회 한국실천신학회가 부산호텔에서 창립 김소영, 홍현설, 허경삼, 안형식
등 학술발표회가 시작되었고, 기독교사상 사장으로 김소영, 편집위원 박근원 정장복
등 목회자들을 위한 학문의 장을 제공하였고, 정장복은 교회력에 의한 핸드북, 김종
렬은 예배와 강단을 매년 출판하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4대
박근원은 김소영 등과 함께 1992년 한국실천신학회의 주멤버를 중심으로 한국기독
교공동학회가 발족되었고, 그리고 7대 정장복 회장이 학술대회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1997년 9월 30일 정장복 회장과 9대 김외식 회장의 주도아래 「신학과 실
천」 창간호가 발행되었다. 동시에 정장복 회장의 주도로 예배학 사전과 설교학 사
전이 출판되었다.
5. 2003년 12대 문성모 회장, 13대 백상열 회장, 14대 위형윤 회장, 현재 15대 김윤규
회장, 16대 조기연 회장, 17대 김세광 회장에 이르는 동안 학술대회 년4회 올해 39
회째, 학술지 년4회가 발행되어 현재 33호가 발간되었다.
6. 2003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제6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
료번호 ISSN 1229-7917가 부여되어 정식 출판물 발행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 뒤
에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전국 신학대학교 도서관 등에 약 100부가 발송
되고 있다.
7. 2004년 4월 14일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지학회로 회원가입인증번호 학단연
2004-1호 가입되었다.
8. 2005년 학술교육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협약서 무료로 계약.
9. 2007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78.3점 (75점이상 합격).
10. 2008년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국내학술지발행지원비 신청하여 1,79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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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수령.
11. 2009년 12월 28일 신학과 실천 등재후보 계속평가 1차 합격 82점 (80점 이상).
12. 2010년 2월 5일 학술교육원으로부터 무료로 홈페이지 개설, 그리고 11명의 한국실
천신학회 이사회 조직하여 사단법인 인가를 위한 준비작업 착수.
13.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비 신청 1,500,000원 수령(2011년 제39
회 학술대회를 위한 지원비).
14. 2010년 7월 1일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학술지원비 신청 2,974,000원 수령.
15. 2010년 7월 1일 등재지 신청하여 12월 28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92점 (80점
이상).
16. 2010년 12월 31일 주식회사 학술교육원 디지털컨텐츠 협약서 5년간 체결 (저작권
료 25% 지급 발행 규정 제7조 저작권 본 학회 소유).
17. 2011년 5월 30일 신학과 실천 연구재단으로부터 5,160,000원 지원비를 수령하다.
18. 2011년 12월 31일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43회 학술대회 지원비를 수령하다.
19. 2011년도 한국연구재단 신학과 실천 24호-27호 현장실사 합격
2011년 12월 28일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123-82-70014 안
양세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자 지정
20. 논문게재의 총수는 1호부터 제33호까지 446편으로 모든 학회원들, 특히 신진학자
들의 기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자들의 장은
「신학과 실천」학술지를 통하여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
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린다.
21.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금 6,000,000원 수령하다.
22. 2013년도 5월경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속평가 7월 30일 신청, 12.18일 평가결과 89.6
점 등재유지
한국실천신학회 홈피 개편 및 논문투고시스템 및 심사시스템 개통
23. 2013년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대회 기금신청, 12월 5,000,000원 수령
24. 2013년도 신학과 실천 학술지 보조비 신청 9월 30일, 12월 26일 6,000,000원 수령
25. 학술지 신학과 실천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술정보원과 년1백만원 계
약(관리비)- 홈피에서 클릭
26. 출판된 모든 개별논문에는 온라인논문개별고유코드(DOI)를 부여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해당 원문 및 해당 학술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였다.
27. 201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보조금 500만원, 학술지원비보조 700만원 수령(2015년도분)
28. 2014년 10월 30일 연구윤리 국제포럼 교육이수(13시간)
29. 논문게재 총수는 1호부터 현재 37호까지 514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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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14년도 논문게재 38호-42호 총 113편으로 현재 총합계 627편이다.
31. 2015년도 논문게재 43-47호 총 107편 현재 총합계 734편이다.
32. 2015년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 등재유지 89.75점으로 합격
33. 2015년 12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비 5,600,000원 수령
34. 2015년 11.20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한국대학기관 생명윤리위원회협회 연구윤리포럼 이수
35. 2015년 11.20 연구윤리교육 연수과정 수료-한국학술단체연합회
36. 2016년 1.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연구책임자 윤리교육 수료
37. 2016년부터 모든 교수 연구자는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피에서 윤리교육 의무
인터넷교육 필수

신학과실천 편집위원장 위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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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학술지평가 결과 세부내역_한국실천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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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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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2015. 12. 21.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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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정 2015.12.20.
개정 2012.12.25.
개정 2013.12.24.
개정 2014.12.24.
개정 2015.12.2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학술지지원사
업의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가 이행해야 하는 제반 의무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단 학술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학술단체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 관리) ① 지원금은 해당 기관장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수
입 및 지출 등을 자체 규정에 의거 명백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학술진흥법 제19조에 의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일정 기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때
4.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을 하였을 때
5. 당해연도 연구윤리와 관련한 부정사례가 발생하였을 때(사안별로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6. 기타 관리지침(계획서 포함) 내용을 크게 위반하였을 때

제4조(지원금 집행 및 정산) ① 지원금은 별표의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
준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원금은 우수학술지 발행 목적 이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원금 집행 후 정산 증빙방법은 아래 방법1)~방법3) 중의 하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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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법4)~방법5) 중의 하나로 할 수
있다.
방법1) 거래명세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2개 서류)
방법2) 거래명세서, 국세청 종이세금계산서, 연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3개 서
류)
방법3) 거래명세서, 법인카드 영수증(2개 서류)
방법4) 거래명세서, 개인신용카드 영수증, 개인신용카드 사용자의
사유서, 사유서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의 확인서, “방법
1~3”으로 전환일정계획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 의견서(5

개 서류)
방법5) 계좌이체(10개 서류) ①공급자 :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계좌이체 요청서, 영수증(4개 서류) ②학술단체 : 내부품
의서(지출결의서류), 계좌이체 사실증명서, 계좌이체 사유
서, 사유서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의 확인서, 계좌이체통
장 입출금내역 사본, “방법1~3”으로 전환일정계획에 대한
학술단체 대표자 의견서(6개 서류)
② 지원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 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이 지정하
는 계좌(우리은행 1005-801-831631 예금주 : 한국연구재단)로 반납하여
야 한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지원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과제 수
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발생이자의 금
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은 용도에 한하여 사
용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잔액 회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과제별 지원금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도별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서 재단이

해당 과제의 다음연도 지원금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④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 이체확인증과 함께 선정연도, 사업명, 학
술지명, 지원금액,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재단에 공문으로 송부하여
야 한다.
⑤ 다년도 협약과제는 연차 정산 후에 비목별 이월 금액, 이월 사유
등을 작성하여 재단의 승인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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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년도에 지원받은 세출비목을 그대로 승계한다.
⑥ 기타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연차(단계)보고서 제출 및 평가)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차
(단계)보고서를 제출하여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② 연차(단계)보고서를 평가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연차(단계) 보고 및 평가 시기와 평가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
은 재단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④ 차년도 지원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당초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 보고(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
여야 한다.
제6조(연차정산보고서 제출 및 점검) ①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
함하여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차정산보고서
2. 집행 관련 증빙서류

※ [별표] 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의 집행기준에 의거한 증빙서만
인정
3.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4. 연차 정산 보고 관련 정보 입력 등

② 연차정산보고서를 점검하여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차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차정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제출한 경우 관리지침 및 신청요강 등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
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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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단체지원사업에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집행 관련 증빙서류
4.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5. 결과 보고 관련 정보 입력 등

② 재단은 기제출한 정산 결과 등의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
도록 하여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제
출한 경우 관리지침 및 신청요강 등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
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과제 관리) ① 재단 지원으로 발행되는 모든 호의 학술지의 표지에
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택일 또는 병행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 표기 : 이 학술지는 2015년도 정부 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판되었음.
2. 영문 표기 : This journal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MOE).

②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집행 관련 서류를 지
원기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재단이 증빙자
료의 확인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 관리) ⓛ 재단은 필요한 경우 학술지 발행기관에게 학술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현지
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술지 발행기관은 성실히 협조하
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학술지 발행기관의 임원 및 실무자 등이 변경될 경우에
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수정하여야
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결과 보고 등 지원금 사후관리에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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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 발행기관은 지원금 지급 중단 또는 회수를 통보받았을 경
우,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일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2011.1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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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및 집행 기준표

별표

◦ 우수학술지

항목

내용

1.
인건비(편집
인및
전담인력)

2. 외국어 교정
료

산정 및 집행기준

◦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편집을
위해 고용된 전문편집인 인
건비
◦ 학술지 발간 등을 전담으로 하
는 인력의 인건비
* 교육과학기술부, 전문기관 및 타 소속기
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자는 제
외
* 전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4대 보험료
(기관지원분)을 산정할 수 있음

◦ 학술지 게재논문의 외국어 교정
에 소요되는 경비
* 외국어 전문 교정인을 자체 고용하는
경우의 인건비는 “1. 인건비” 항목에
계상

◦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 편집,
논문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경비

3. 자문료

◦ 우수논문에 대한 포상비 등 논
문 투고 및 유치에 소요되는
경비

4. 논문 투고

* 단, 우수논문의 게재료 및 원고료는 계
상 불가

◦ 논문 심사를 위해 소요되는 경
비

5. 심사비

6. 편집, 발행
및
배포
경비
7. 학술대회 경
비
8. 해외 우수
논문 유치
비
9. 논문 DB 구
축

※ 총액 배분

◦ 외국어 전문 교정인 활용 또는 교정회사 거
래 증빙자료(계약서, 이메일, 우편서류
등) 및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내역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
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
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논문 게재료 등은 불인정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
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 학술지 인쇄비 및 우송비
◦ 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DOI,
XML 등)
◦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발표논문
집 발간경비, 장소사용료, 외
국학자 초청 경비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내역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 청구서 및 입금표

◦ 해외 우수논문 유치를 위한 홍
보 및 활동비

◦ 기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
준이 없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단, 해외 우수논문의 게재료 및 원고료
는 계상 불가

◦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시스
템, Open/Free Access, 홈페
이지 등 구축 및 운영비용

(Block Funding)

※

◦ 전문편집인 및 전담인력과의 계약서 및
인건비 지급명세서(계좌이체내역 등)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내역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

용 가능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제잡비는 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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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학술지 및 국내 신생ㆍ소외분야 학술지
항목

내용

산정 및 집행기준

편집,
발행 및
배포
경비

◦ 학술지 편집 및 디자인비
◦ 학술지 인쇄비 및 우송비
◦ 전자저널 출판 및 발행비(DOI, XML 등)
* 인건비 및 시스템 구축비는 미포함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 신용카드 영수증/세금계산서/이체확인
증등
(내역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국외출판사와 계약한 경우 청구서 및
입금표

※ 총액 배분

(Block Funding)

방식으로 지원하며, 상기 항목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

하여 사용 가능

※ 인건비 심사비 식비 다과비 교통비 회의수당 등 소모성 경비는 미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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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약 서
- 본 협약서는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에 대하여
적용함 ○ 사업명 :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
○ 학회(대학부설연구소) :
○ 과제번호 :
○ 학술지명 :
○ 지원금 :

(단위 :

천원)

○ 2단계 지원기간 : 2016.01.01~2017.12.31
○ 당해년도 지원기간 : 2016.01.01~2016.12.31
○ 협약당사자 : (갑)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을) 학회(대학부설연구소)장

상기의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 과제 수행을 위하여 (갑)과 (을)은 다
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제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사업계획) (갑)에 신청한 학술지지원사업(우수학술지) 단계보고서 및
추가 제출한 수정 단계보고서를 사업계획으로 한다.
제3조(연구수행) (을)은 (갑)이 정하는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
리지침"이라 한다.)과 본 협약서에 의거하여 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
록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사항) (을)은 관리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갑)은 (을)에게 결정된 지원금을 즉시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관리 및 사용) ① (을)은 (갑)이 지급한 지원금의 관리 및 사
용에 관하여는 (갑)의 관리지침에 따른다.
②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집행하여야 하며, 학술지 발행 목적 이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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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을)은 지원금의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해당 단체장이 별도 계정
(통장 별도 관리 포함)을 설치하여 수입 및 지출 등을 명백히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④ 지원금 집행잔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이 지정하는 계좌
(우리은행 1005-801-831631 예금주 : 한국연구재단)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 국고금 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나 집행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회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연차(단계)보고서 제출) ① (을)은 연차(단계)보고서를 해당연도 연
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갑)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연차(단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차년도 계속 지
원을 중단하며, 제출 완료 시까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관리지침에 의거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연차(단계)보고서는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
④ 연차(단계) 보고 및 평가 시기와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
침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8조(연차정산보고서 제출) ① (을)은 연차정산보고서를 해당연도 연구기
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② 연차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은 관리지침 및 당해년도 사업계획에 의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① (을)은 결과보고서를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단
체지원사업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정산보고서
3. 집행 관련 증빙서류
4. 학술지 발행 관련 증빙서류(표지에 사사표기 문구 포함 여부 등)

·

② (갑)은 기제출한 정산 결과 등의 검토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
속 직원으로 하여금 (을)에게 집행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열람하거
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서 변경, 효력) ① 본 협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갑)은 (을)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
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② 본 협약서의 효력은 (을)의 의무사항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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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협약의 해지 및 지원금 회수)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3. 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학술지 발행을 포기한 경우
5. 연차(단계)보고서, 연차정산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금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협약서 또는 관리지침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8. 기타 사유로 더 이상 학술지 발행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제①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지급 받은 지원
금 전액 또는 (갑)이 정한 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
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제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회수 통보일로부터 일정기
간 동안 모든 교육부 학술연구비 및 재단 연구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기타사항) ⓛ 재단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학술단체지원사업에 관
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 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때 (을)은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 지원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지급되는 경비로서 (을)은 집행 관련 서
류를 사업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협약사항 중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의무 불이행 시 취해질
수 있는 민사상 또는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소송의 관할 법원) 본 협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해석) 본 협약서 및 관리지침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
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갑)에 대하여 (을)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2015년 12월 23일

붙임 : 2015년도 학술지지원사업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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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인문사회계) 수료증

- 314 -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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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 승인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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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보는 의무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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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회예배1)
(사순절 제1주)

김순환 목사
(본회 감사)

I.
다같이 일어선다
입례송 --------------- 찬 38 장 ---------------- 회중
1.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
정하사 다스리소서
2. 예수 우리 주시여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개회기도 ------------------------------------ 집례자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낱낱이 보고 계시며 모든
바람을 다 알고 계시며 그 어떤 비밀도 당신께 감출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정결하게 하시어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더욱 높이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 죄의 멸망을 없애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순절을 지키며, 또 제5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
술대회를 마치고 감사를 드리며 예배하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는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 1) 본 예식은 학술대회 폐회 성찬예배로 한국교회 예배 전통을 고려하고 성경봉독 수,
찬송, 기도 순서 등을 일부 생략하거나, 간략한 양식으로 디자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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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 앉는다
고백과 용서 ------------------------------------ 회중
고백으로의 인도
집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
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
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요일1:8-10) 이 시간 잠시 우리를 돌아보
며 온전히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와 허물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공동고백
회중: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그리
고 우리가 행한 일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당신께 죄를 지었음
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사랑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이 당하는 고난에도 무심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죄요, 책임인 것을 고백하오니 당신의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고 실천하여 살며 당신의 거룩한 영광
을 올바로 나타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선언
집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께 진심으로 회개한 우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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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키리에 ---------------------------------------- 회중
회중: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
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송영 ----------------- 찬송가 2장 --------------- 회중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
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II. 말씀
대표기도 & 조명기도 ---------------------- 김상백 목사
(본회 총무)
말씀과 선포 -------- 출 3:9-10 ----- 김한옥 목사(본회 회장)
제목: 순종과 헌신

III.
인사 ------------------------------------ 회중
:

앉아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주님의 평화”

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
라”(골 3:15)

봉헌기도 -------------------------------------- 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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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물을 창조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어 이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적은 것을 하
나님께 감사의 표로 드리오니 받아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드려 당신을 섬기며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과 세상을 구원하며 돌보
는 일에 힘쓰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회중
집례자: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찬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따
르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식탁
에 앉으신 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은 부활
의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룩한
식사이며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성찬기도 ----------------------------------------- 집례자
시작인사
집례자: 이 귀한 성찬식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들어 올리고 활짝 엽시다. 그리
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집례자: 기도합시다. 오!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
님,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
땅하고 옳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당신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희생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는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

- 321 -

, 천사장들과, 천군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스런 이름을 노래하며, 높이며
영원히 찬양합니다.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늘과 땅에
주님의 영광 가득합니다!
집례자: 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에 구원의 주로, 죄를 대속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분으
로 보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 온 세
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고
통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며 악의 줄을 끊어 버리고, 지옥의 세력을 짓밟
고, 의로운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죽음을 멸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제정사 & 기념 & 송영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축복하시
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예수께
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
는 언약의 피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
러므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신께 떡과 잔을 드리며
당신을 섬기기에 합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을 우리의 중심에 보내 주시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
해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 ---------------------------------------- 회중
: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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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
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는다
배찬 -------------------------------------------- 다같이
성찬후기도 --------------------------------------- 집례자
:

.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틀간의 제59회 한

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를 마치고 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이 모든
학술적 열매들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구현하기를 다짐하는 저희들 가운
데 ‘주님의 성찬을 먹게 하시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장차 영원한 천
국에서 먹게 될 하늘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님이시여, 사순절의 희생과 고난을 통과한 후 저주와 죽음을 깨뜨리고 부
활하시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더욱 이웃을 사랑하
며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강복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IV. 파송
위임 ---------------------------------------- 집례자
찬송 ----------------- 찬 582 장 ----------------- 다같이
1.

어둔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속에 새롭다 이 빛 삶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탑 놓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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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3.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때 기름진 푸른벌판이 눈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
류의 횃불되어타거라

-------------------------------------------- 집례자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
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준비사항]
1. 허리 높이의 탁자(성찬 집례용) 1개, 성찬성물 바닥보 1개, 성찬성물 덮개
1개
1. 성찬 집례용으로 큰 떡 1개, 인원에 맞는, 인절미 형태 크기의 떡(어떤 종
류든 무관) 여러 개, 대접 1개, 적포도주 적당량(전체 인원이 각기 받을 수
있는 일정량), 큰 잔 1개, 큰 주전자 모양 용기 1개, 인원에 맞는 수의 잔
(머그 컵 정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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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역대 총회연보
제1회 창립총회

제2회
197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3회
198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4회
198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5회
198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72년 봄
2. 장소: 부산호텔(부산시)
3. 초대임원
고 문 - 홍현설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허경삼
총 무 - 안형직
1. 일시: 1979년 11월 16일
2. 장소: 코아레스토랑(서울)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
부회장 - 박근원
총 무 - 이기춘
1. 일시: 1981년 2월 18일
2. 장소: 온양
3. 임원개선
회 장 - 김소영(유임)
부회장 - 박근원(유임)
총 무 - 천병욱
1. 일시: 1987년 2월 10일
2. 장소: 리버사이드호텔
3. 김소영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4.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
1. 일시: 1989년 10월 13일
2. 장소: 대구 동인교회
3. 천병욱부회장의 개회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되다
4. 임원개선
회 장 - 박근원
부회장 - 천병욱
총 무 - 정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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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199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7회
199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8회
199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9회
199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1. 일시: 1991년 10월 18일
2. 장소: 유성관광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박근원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임원선출
회 장 - 천병욱
부회장 - 정장복
총 무 - 김외식
3) 임원개선 전 선교학회의 분립을 선언 별도로 모임
1. 1993년 10월 15일
2. 장소: 경주 조선호텔
3. 총회결의사항
1) 정장복 부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회장-정장복(장신대) 부회장-김외식(감신대)
총무-최희범(서울신대)
1. 일시: 1995년 11월 24일
2.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3. 총회
1) 정장복회장의 사회, 박근원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2) 최희범총부가 경과 보고하다
3) 임원선거결과:
회 장-김외식교수(감신대)
부회장-최희범교수(서울신대)
총 무-김원쟁교수(연세대)
1. 일시: 1997년 10월 18일
2. 장소: 아드리아호텔(유성)
3. 회의:
1) 김외식회장의 사회와 천병욱회원의 기도로 개회하다.
2) 회장이 학회지 <신학과 실천> 칭간호 발간에 관해
소개하고 가 재정보고를 하다.
3) 회무처리: 목회상담회 분립을 박근원회원의 동의와
정장복회원의 재청으로 회장이 가부를 물으니 만장일치로
허락하다
4) 임원선거: 정장복회원이 천병욱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대하
고 박근원 회원이 박은규회원을 부회장후보로 추대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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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1999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1회
200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장복회원이 다시 백상열회원을 총무 후보로 추대하여 이를 장성
우회원이 동의하고 김세광회원이 재청한 후 회장이 가부를 불으니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1. 일 시: 1999. 10. 16(토) 8:30-9:00
2. 장 소: 유성호텔
3. 회 의: 1) 회장의 개회선언과 김외식 교수의 기도로 회의를
시작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함:
2) 결의안:
(1) 97년-99년 사업보고 및 회계보고를 받기로 함.
(2) 임원선거 결과: 회장: 박은규, 부회장: 오성춘, 총무: 백상열
(3) 겨울정기세미나(2월) 발표자는 최근에 학위를 하고 귀국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정하기로함.
(4) 투병 중인 천병욱교수님(세브란스병원)을 위해 360,000원을 즉석에
서 모금함.
(5)<신학과 실천>(제3집) 원고모집은 규정(*)에 의거 계속
하기로 함.
3) 논문에 관한 규정 의결사항
(1) 한국기독교학회 학회별 논문 발표자 선정 문제는 본 회에
가입한 순서 를 참고로 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2)『신학과 실천』제3집부터 논문게재 희망자는 누구나 게재료
20만원을 의무적으로 내기로함.
(3) 논문게재 우선 순위는 현재 정교수로서 진급 및 업적평가
중에 있는 회원을 우선으로 하며 따라서 겸임교수 및 시간강
사는 차선으로 한다.
(4) 비회원은 논문게재를 할 수 없다.
(5) 논문은논문작성법에따라각주등기본형식을따라야한다.
1. 일 시 : 2001년 10. 18-20
2.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3. 회 의 :
1) 박은규 회장의 사회로 개회하다.
2) 총무가 사업 및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 되다.
3) 임원개선 : 현재 임원에 서기, 회계 및 감사를 추가할 것을
결의하고 5인 전형위원회에서(김소영, 박근원, 김외식,
박은규, 백상열)에서 선임한 회장(오성춘), 부회장(문성모),
총무(백상열),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나동광)을
만장일치로 인준하다.
4) 결의사안 : (1) 박근원 교수의 제안에 따라 <실천신학회 역
사보고서>를 위한 위원을 선정하기로 하다. (2) 겨울 정기
학술 세미나는 임원회에서 날자와 장소를 정하여 연락하기
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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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200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04년 4월 14일
제13회
200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07년 6월 27일

1. 일 시: 2003년 10. 24-25
2. 장 소 : 사랑의 교회수양관
3. 회 의 :
1) 오성춘 회장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2) 백상열 총무가 사업 및 학술경과 보고를 하니 통과 되다.
3) 이성민 회계가 재정을 보고하니 통과되다.
4) 임원개선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김외식 정장복 오성춘 백
상열)에서 선임하니 회장(문성모), 부회장(백상열), 총무(위
형윤), 서기(조기연), 회계(이성민) 감사(서울장신)로 만장일
치로 인준하다.
5) 학회지(2004년) 원고모집과 2월세미나 발표자와 시간, 장소는 임
원회에 일임하다.
6) 학술단체연합회 가입건은 자료준비 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
하기로 하다.
사단법인 한국학술단체연합회 회원학회 가입 인증(학단연
2004-1)
1. 일 시: 2005년 10월 21일 (금)
2. 장 소 : 사랑의 수양관
3. 회 의 :
1) 사회 : 문성모 회장
2) 사업보고 : 위형윤 총무
3) 회계보고 : 이성민 회계
4) 회칙과 편집규정 수정 및 개정 결의 : 개정 및 수정회칙 참조
5) 임원개선: 임원 선정은 전례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 및
현회장단:정장복, 김외식, 문성모)에 추천을 의뢰하니 회장:
백상열 부회장: 위형윤 총무: 조기연 서기: 김세광 회계: 나
형석 감사: 박병욱, 김운용을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임하다.
6) 기타토의 (1) 학술지「신학과 실천」 학술진흥재단 평가 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2) 재정모금협조 요청하기로 하다. (3) 학술지「신학과 실
천」 분야별로 묶어 책자화 요청하기로 하다. (4) 세계
실천신학회의 설교학회 가입문제 요청하기로 하다. (5)
기타 각분과 위원을 추가로 회장이 임명하기로 하다.
(6) 학술지 원고 모집 : 제10호 2006년(봄호) 2월 발간, 제11
호 2006년(가을호) 9월 발간을 위하여 원고 모집 광고하다.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 후보 평가 신청
1. 학술지 자체평가 : 30점 만점 중 22점 획득
2. 학술지 내용평가
1) 패널위원평가 : 20점 만점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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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2007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08년 1월 3일

2008년 12월 26일

2009년 임시총회

2) 주제전문가평가 : 50점 만점 심사중
3) 100점 만점 중 75점 이상 등재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5~6tyl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609호
3. 회의 :
1) 사회 : 백상열 회장
2) 전회의론 낭독 : 김세광 서기
3) 사업보고 : 조기연 총무(안식년)-위형윤 부회장
4) 회계보고 : 나형석 회계
5) 감사보고 : 감사보고 유인물로 받기로 하다.
6) 결의사항 : 위형윤 부회장 제안 만장일치로 다음사항을 결
의하다
(1) 편집위원회 규정, 발행규정, 투고규정, 심사규정
(2) 연구윤리규정 개정
7) 임원선거 : 제안1 무기명 비밀투표 (문성모 전회장)
제안2 기존대로 전형위원회(전회장단)에 위임(정장복 전회
장) 제안하니 제2안으로 결의하다.
전형위원회 발표 : 회장-위형윤 , 부회장-조기연, 총무-김세
광, 서기-나형석, 회계-김윤규, 감사-김순환
8) 신구임원인사 및 교체식
9) 광고 : 신임 위형윤 회장
(1) 논문심사보고서 이메일로 보고
(2) 회원확복 200명 이상
(3) 학술진흥재단 논문심사보고
(4) 논문지 2007-2007 계속 평가
(5) 논문지 배부는 각 대학도서관(70)과 필자, 전회장에게만
그리고 회원 정기학술 세미나 참석시 배부
(6) 논문게제비 20만원과 년 회비 3만원
(7) 기금모금목표 : 2000만원
(8) 학회 정기 학술세미나 년 4회(2, 6, 8, 10월) 1회당 3회 발표
(9) 기타 : 제14집 신학과 실천 논문 원고 마감 2008년 1월
30일 까지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선정
1. 체계평가 21 패널평가 16 주제전문가평가 41.3 = 계 78.3
2. 등재후보선정일 : 2008년 1.3일 등록
200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국내학술지발행 지원비 선정
신학과 실천 1,79600원
제14-1회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9시 30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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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
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오후 9시 30분-10시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회 무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2009년 12월 25일
2010년 1월 25일

제15회
2010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2011

12월 28일 등재지 선정

사단법인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를 위한 1차 평가 선정
체계평가 37 패널평가 45 총 82 = 1차통과
2차 평가후 2009년부터 등재지로 인정함
2008년도 국내학술지발행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완료
1. 과제번호 : A00152
2. 학술지명 : 신학과 실천
3. 발행기관명 : 한국실천신학회
4. 지원액 : 1,796,000원
5. 제출기한 : 2010년 2월 28일(일)
6.. 제출방법 : 온라인 입력 및 증빙자료 탑재
제15회 정기총회 및 제35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년 2월 5(금)-6(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부회장 설교 : 위형윤 회장
기도 : 이말테 위원장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감사
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시총회 회칙 상정안
인준 3.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회장과 감사가 추천: 회
장 김윤규 수석부회장 조기연, 부회장 김세광 추천하니 수
락되다. 4. 기타임원 추후 신임회장이 공지 5. 이사진구성 :
전회장, 현회장, 감사2인, 각분과위원장, 추가1인 11인, 이
사장일임. 6. 문성모 전회장의 기도로 폐회하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선정 (2010. 12.28) 평가 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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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2011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7회
2012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8회
2013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6회 정기총회 및 제39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1년 2월 11(금)-12(토)
장 소 : 소망아카데미(수원장안구 하광교동 산 56-1)
I.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부회장 설교 : 김윤규 회장
기도 : 나형석 총무
2. 안 건: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등재
지 선정연혁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
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
장, 부회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조
기연 수석부회장 김세광, 부회장 나형석, 감사
이요섭, 주승중을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구임원교체
4) 신임 조기연 회장의 집레로 폐회예배로 마치다.

제17회 정기총회 및 제43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안 건 : 1) 기도, 전회의록낭독,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 하니 수락되다.
2) 임원 선거는 회칙에 의거 이사회에서 추천한
회장, 부회장을 위형윤 이사장이 보고하니 회장
김세광 수석부회장 나형석 부회장 김충렬, 감사
이요섭, 조성돈 추천하니 수락되다.
3) 신구임원 교체
4) 나형석 회장의 성찬집례로 폐회하다.

제18회 정기총회
일
장

시 : 2013년 2월 2일(토)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사 회 : 김세광 회장
개 회 기 도 : 김윤규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이요섭 박사, 조성돈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김한옥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한재동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위형윤박사(이사장)
책임고문 : 위형윤
이사장 : 김윤규, 상임이사 : 조기연, 이사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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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 나형석, 수석부회장 : 김충렬, 부회장 : 김한옥.
감사 : 권명수, 문병하 이하 임원은 회장단에서 선임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김세광 목사

제19회
2014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19회 정기총회
일
장

시 : 2014년 2월 7일(금) 오전 12시30분 –
8일(토) 오후 1시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사 회 : 나형석 회장
개 회 기 도 : 조기연 박사(상임이사)
감 사 보 고 : 권명수 박사, 문병하 박사(감사)
사 업 보 고 : 한재동 박사(총무)
회의록 낭독 : 최동규 박사(서기)
회 계 보 고 : 서승룡 박사(회계)
이사회 임원 선임보고 : 김윤규 박사(이사장)
회장과 감사인준 : 회장 나형석 박사
기 타 토 의 : 안건심의 및 결의사항
성찬집례 : 나형석 목사

제20회
2015년 실천신학회 정기총회

제20회 정기총회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사 회 : 김충렬 목사
개 회 기 도 : 나형석 목사
성 경 봉 독 : 한재동 목사
설 교 : 김종렬 목사
학회 고문, 이사, 임원소개 : 김충렬 목사
대회 발표자, 논찬자, 좌장 소개 : 김경진 목사
축 도 : 조기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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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목록
◀
(1993 - 2015)
<기독교학회로부터 분류 이후>

1993년

제1회 정기학술세미나
박근원 박사(한신대 교수), “코이노니아와 실천신학”
윤종모 박사(성공회신대 교수), “해방과 치유를 위한 목회”
염필영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 어떻게 할 것인가?”

1994년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원쟁 박사(연세대 교수), “신학교육에 있어서 무의식의 문제”
홍성철 박사(서울신대 교수), “세속화와 회심”
유해룡 박사(대전신대 교수), “영적형성의 모델연구”

1995년

제3회 정기학술세미나
이호영 박사(계명대 교수), “성찬과 해방”

1996년

제4회 정기학술세미나
홍명희 박사(목민원 부원장), “포스트모던과 실천신학의 위치”)

1997년

제5회 정기학술세미나
김세광 박사(서울장신 교수), “문화변동에 따른 21세기 예배의 변화 전망”

1998년

제6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 5-6
2. 장소: 청주 수안보 파크호텔
3. 발표:
I.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현대목회와 평신도-목회적 교회를 위한 교회의 형태적 생리적
존재형식”,
II. 손운산 박사(이화여대 교수),
“상처입은 한반도적 자아치유를 위한 상담목회”

1999년

제7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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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이천 미란다호텔
3. 발표:
I. 김원쟁 박사(연세대 교수),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로서의 심리적
성숙과 영적 성숙”
II. 김은수 박사(전주대 교수) “뉴에이지 운동과 선교적 과제”

2000년

2001년

제8회 정기학술세미나
1.일시: 2. 11-12
2.장소: 유성 로얄호텔
3.발표:
I.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21세기설교의 갱신-영상설교는 설교의 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II. 김진영 박사(평택대 교수),
“관계를 통한 자기정체성 발견-유교와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제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1년 2. 2-3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I.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교회력과 성서일과를 통한 설교”
II. 박노권 박사(목원대 교수), “회심의 심리학적 이해: 공헌과 한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1년 10. 18-19
2. 장소: 경주교육문화회관
3. 발표:
I. 이기춘 박사(감신대 교수), “실천신학회, 교회음악회, 목회상담학회
의 회고와 전망”
II.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성찬의 4중행위와 한국교회 예배
의 내일”
4. 논찬: 나동광 박사(경성대 교수)

2002년

제11회 정기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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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02년 2. 1-2
2. 장소: 유성호텔
3. 발표:
I.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포스트모던 실천신학의 방법론으로서의 ‘몸 뜻’ 해석학”
II.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초기 한국교회의 장로교 예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워크샵
1. 일시: 2002년 7. 1-3
2. 장소: 울륭도
3. 실천신학회회원을 위한 공동 워크샵
제12회 정기학술세미나
1.일시: 2002년 10. 18-19
2.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3.발표: I. 김운용 박사(장신대 교수),
“새로운 설교학 운동과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추구”
(프래드 B 크래독의 설교신학을 중심으로).
4.논찬: 이성민 박사(감신대 교수)

2003년

제13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3년 2. 4 - 5
2. 장소: 청부상당교회
3. 발표:
I. 김충환 박사(호신대 교수), “예배, 찬양 그리고 워십댄스”
II. 김성대 박사(경성대 교수), “시편 표제에 나타난 음악관련 용어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동워크샵
1. 일시: 2003년. 8. 5-6
2. 장소: 속리산
3. 실천신학회 회원을 워크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4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2003년 10. 24 - 25
2. 장소: 사랑의 교회수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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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표: I. 허도화 박사(계명대 교수), “생명과 생태를 축하하는 예배”
4. 논찬: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004년

2005년

제15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2월 6일(금) - 7일(토)
2. 장소 : 율곡교회 단양수양관(가흥순목사 숙식제공)
3. 발표 : 1.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안양대 교수)
기도 : 백상열 박사(은진영성수련원원장)
설교 : 문성모 박사(대전신대 총장)
2. 발표자 : 허정갑 박사(연세대 교수)
제 목 : 기독교 입교 : 세례와 견신례
논찬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3. 발표자 : 차명호 박사(호서대 교수)
제 목 : 한국교회와 미래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논찬자 : 김한옥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16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6월(토) 11시
2. 장소 : 후암백합교회
3. 발표 : 1. 발표자 : 김금용 박사(호신대 교수)
제 목 : 설교와 예배준비의 의미에 대한 연구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2. 발표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제 목 : 카토릭교회 예배
논찬자 : 문상기 박사(침례신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7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4년 10월 22 - 23일
2. 장소 : 대전유성관광호텔
3. 발표자 : 문병하 박사(그리스도신대 교수)
21세기 한국교회를 위한 영적 리더쉽과 지도자론
논찬자 : 나형석 박사(협성신대 교수)
제18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1월 28(금) - 2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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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소 : 아우내재단 한국디아코니아 자매회
3. 예배 : 사회 : 위형윤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설교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은진영성아카데미 원장)
4. 발표 :
I. 발표자 : 안덕원 박사(서울신대 겸임교수)
제 목 : 기독교 예전에 있어서 새로운 교회연합운동의 모색과 전망
논찬자 : 김순환 박사(한국성서대 교수)
II. 발표자 : 홍주민 박사(한신대 오래교수)
제 목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실천을 위한 디아코니아학의
가능성 모색
논찬자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5년 6월 18(토)
2. 장소 : 분당새벽월드 평화센터
3. 예배 : 사회 : 문성모 박사(회장/대전신대 총장)
설교 : 김소영 박사(영남신대 명예총장/마닐라 장신대 총장)
기도 : 백상열 박사(부회장/왕대리교회 목사)
4. 발표 : 1. 좌 장 : 위형윤 박사(총무/안양대 교수)
발표자 : 조재국 박사(연세대교수)
제 목 : 한국교회 설교언어의 상징적 구조와 기능에 관한 연구
논찬자 :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2. 좌 장 : 김운용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제 목 : 빅토 프랭클의 삶의 의미론과 신앙생활
논찬자 : 차명호 박사(전 호서대 교수/강북교회 목사)
5. 종합평가 : 박근원 박사(한신대 명예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회 정기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
1. 일시 : 2005년 10월 21(금)-22(토)
2. 장소 : 사랑의 수양관
3. 발표 : 1. 좌 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발표자 : 나형석 박사(협성대 교수)
제 목 : 성찬과 하나님의 나라
논찬자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4. 정기총회 : 1. 회칙수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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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선거 및 이사, 각위원장 선임

2006년

제21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6년 2월 4일
2. 장소 : 감리교신학대학교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찬송 : 246장
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성경 : 안선희 박사
설교 : 백상열 박사 (회장)
인사말 : 김외식 박사 (감신대총장)
주기도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김세광 박사 (서울장신대 교수)
제목 :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본 예배
논찬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박해정 박사 (감신대 교수)
제목 : 한국 초기 감리교회의 성만찬 이해(1885-1935)
논찬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2회 정기학술세미나
1. 일시 : 2006년 6월 3일 (토)
2. 장소 : 안동교회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김세광 박사 (서기)
설교 : 백상열 목사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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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서정과와 강해설교의 접목 가능성과 실제
논찬 : 정인교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이성민 박사 (감신대 교수)
발표 : 김성민 박사 (협성대 교수)
제목 : 민담의 분열과 C.G.융의 개성화 과정
-기독교 영성수련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논찬 : 이재훈 박사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소장)
논찬2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3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6년 10월 20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조기연 박사 (서울신대 교수)
발표 : 허정갑 박사 (연세대 교수)
제목 : 성만찬적 교회론 -성도의 고제를 중심으로논찬 : 안선희 박사 (이대 교수)

2007년

제24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7년 2월 9일 ~ 10일
2. 장소 : 미란다 호텔 (경기도 이천)
3. 개회예배
사회 : 조기연 박사 (총무)
기도 : 위형윤 박사 (부회장)
성경봉독 : 백상열 박사 (회장)
설교 : 박근원 박사 (전 한신대 총장)
축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운용 박사 (장신대 교수)
발표 : 김한옥 박사 (서울신대 교수)
제목 :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상태와 발전 방안
논찬 : 문병천 박사 (그리스도신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평신도 목회의 퍼러다임 전환을 위한 연구
논찬 : 최종인 박사 (평화교회 목사/서울신대 외래교수)
제3발표 : 좌장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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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주승중 박사 (장신대 교수)
제목 : 21세기 한국교회 예배를 위한 영성
논찬 : 남호 박사 (목원대 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5회 정기학술세미나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7년 5월 18일 (금)
2. 장소 : 한세대학교
3. 발표 : 인사말 및 기도 : 백상열 박사 (회장)
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
발표 : 박근원 박사 (한신대 명예교수/
한국실천신학회 회장(1987~1991/
한국기독교학회장(1991~1993))
제목 : 한국실천신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논찬 : 위형윤 박사 (안양대 교수)
제26회 정기학술대회(영어발표) : 기독교공동학회
1. 일시 : 2007년 10월 19일 (금)
2. 장소 : 대전신학대학교
3. 발표 : 기도 : 정장복 박사 (한일장신대 총장 / 제8대 회장)
좌장 : 나형석 박사 (협성대 교수)
발표 : 주인옥 박사 (장신대 강사)
주제 : Shared Poiesis(쉐어드 포이에시스)
논찬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2008년

제27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8년 2월 2일 오전 10시 - 4시 30분
2. 장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3.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박사 (총무)
기도 : 나형석 박사 (서기)
설교 : 문성모 박사 (12대 회장)
축도 : 박근원 박사 (4. 5대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위형윤 박사 (회장 / 안양대 교수)
- 340 -

발표 : 이요섭 박사 (세종대 교수)
제목 : 크리스쳔의 리더쉽에 관한 고찰
논찬 : 조재국 박사 (연세대 교수)
제2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 (한신대 교수)
발표 : 반신환 박사 (한남대 교수)
제목 : 노인자살의 특징과 목회적 개입
논찬 : 김충렬 박사 (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제3발표 : 좌장 : 김순환 박사 (한국성서대 교수)
발표 : 김상백 박사 (순복음신학대학원대 교수)
제목 : 도시사회에서의 영성목회에 대한 연구
논찬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
종합토론 : 좌장 : 김세광 박사((성루장신대 교수)

2008년

제28회 정기학술대회
1. 일시 : 2008년 6월 7일 오전 9시 30분 - 4시 30분
2. 장소 : 안양대학교 아리관 105(CEO Room)
3. 개회예배
사회 : 김세광 박사 (총무)
기도 : 이요섭 박사 (세종대학교 교수)
특송 : 안양대학교 쌍투스 중창단
-지휘 :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 소리 연구소 소장)
설교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 회장)
약사 : 문성모 박사(서울장신대학교 총장 / 제12대 회장)
축도 : 박근원 박사(전한신대 총장 / 제4-5대 회장)
4. 발표
제1발표 :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표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목 :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와 그 현실
논찬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제2발표 :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제목 : 자살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과 교회의 책임
논찬 : 김선일 박사(서울장신대 연구교수)
제3발표 : 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발표 : 김충렬 박사(한국 상담치료 연구소 소장)
제목 : 기독교인의 자살과 그 대책
논찬 : 반신환박사(한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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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발표 : 좌장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
발표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목 : 예배, 타나토스를 넘어선 승리의 아남네시스
논찬1 : 주승중 박사(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
논찬2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좌장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 교수)

2008년

제29회 정기학술대회
총주제 : 한국교회 예배갱신과 구역공동체를 위한 빈곤복지와 디아코니아
일 시 : 2008년 9월 6일(토) 오전 9시 30분-오후 4시 30분
장 소 : 분당한신교회 별세홀(지하2층)
Ⅰ. 9시 30분 - 10시 아침간식 및 접수와 친교
II. 10시 - 10시 30분 경건회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기 도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
특 송 : 테너 손인오 (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소 소장)
설 교 : 이윤재 박사(분당한신교회 담임목사)
인 사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축 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국제관계진흥회위원장)
III. 정기학술발표회
10시 30분 - 11시 제1발표 :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신학의 외연 확장을 위한 한 모델로서 존 칼빈
(John Calvin)의 예배와 나눔의 실천
좌 장 : 주승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1시 20 논 찬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11시 30 질 의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1시 30분 - 12시 제2발표 : 나형석 박사(서기/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고든 래트롭의 예배비평론과 한국교회 예배갱신을 위한 함
의 연구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시 20분 논 찬 : 조기연 박사(부회장/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2시 30분 질 의 : 이명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12시 30분 - 13시 30분 점심식사 교회식당(분당한신교회에서 제공)
13시 30분 - 14시 제3발표 : 손의성 박사(배재대학교 교수)
주 제 : 구역을 중심으로 한 빈곤복지의 신학적 근거와 실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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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14시 20분 논 찬 : 이승열 박사(예장 총회사회봉사부 총무)
14시 30분 질 의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30분 - 15시 제4발표 : 허우정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주 제 : 하인츠 바그너(Heinz Wagner)의 디아코니아 이해와 한국교회
좌 장 : 김순환 박사(감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5시 2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15시 30분 질 의 : 김충렬 박사(한국상담치료연구소 소장)
15시 30분 - 16시30분 종합토론: 좌장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총평논찬 : 김윤규 박사(회계/한신대학교 교수)
질의응답 : 다같이
제30회 정기학술대회 : 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일 시 : 10월 17일(금)-18일(토) 장소 : 침례신학대학교
발표자 : 기독교학회 : 안선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 황금봉 박사(영남신학대학교 교수)
발표1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주 제 : 섬김의 길로서의 선교 확장 방안
논찬1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표2 : 김금용 박사(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주 제 : 한국교회의 위기와 설교학적 한 답변
논찬2 : 허도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

2009-1

제31회 정기학술대회 및 임시총회
총주제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일 시 : 2009년 2월 6일(금) 오후 3시-7일(토) 오전 12시
장 소 : 호텔 아카데미 하우스(구 크리스챤 아카데미)
Ⅰ. 2월 6일(금) 오후 3시 - 30분 접수와 인사
II. 3시 30분 - 4시 경건회
사 회 : 위형윤 박사(회장/안양대학교 교수)
기 도 : 김금용 박사(학술분과위원장/호남신학대학교 교수)
설 교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축 도 : 박근원 박사(전 한신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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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4시 - 5시 주제강연 : 목회현장에서 본 실천신학(현실과 비젼)
사 회 : 김세광 박사(총무/서울장신대학교 교수)
강 연 : 박종화 박사(경동교회 담임목사)
IV. 제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5시-40분 제1발표: 권명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루돌프 보렌과 박근원 실천신학 구조 비교
좌 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이승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홍주민 박사(한신대학교 연구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5시-40분 제2발표: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창조에 대한 예배학적 고찰과 적용
좌 장 : 이광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6시 00분 논 찬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6시 10분 논 찬 : 손의성 박사(배제대학교 교수)
6시 30분 질의응답
V. 저녁식사 6시 30분-7시 10분(식사와 숙박 경동교회에서 제공)
식사기도 : 이말테 목사(루터대학교 교수)
VI. 제II 학술발표회(A그룹과 B그룹으로 나눔)
A그룹(천은실) 7시-40분 제3발표: 김성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주 제 : Madame Guyon의 신비주의와 영성
좌 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한국상담치료연구소장)
8시 10분 논 찬 : 반신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25
8시 30분 질의응답
B그룹(622호) 7시-40분 제4발표: 김광건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주 제 : 리더십 변수들에 관한 개론적 고찰
좌 장 : 이요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8시 00분 논 찬 :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10분 논 찬 :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8시 30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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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8시 30분-9시 30분 제III 학술대화와 자유토론(전체모임 : 천은실)
주 제 : 최근 실천신학의 흐름에 관한 분석과 전망
좌 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1. 회원들의 정보교환과 최근 관심
2. 최근 신학대학들의 과목변경 및 전망
3. 제1. 2. 3. 4. 발표에 대한 검토와 보완
4. 기타 학문적 동향
VIII. 9시 30분-10시 제IV 임시총회
사 회 : 위형윤 회장 / 김세광 총무
안 건 : 1. 회칙개정
2. 논문 신학과 실천 원고모집 일정
3. 학술대회일정 및 발표자 모집
4. 기타 사업계획
IX. 10시- 취침 및 자유시간 : 가 분과 모임 등
X. 2월 7일(토)
오전기상 6시 30분-8시 간단한 산책 : 택일 4.19 묘지/ 북한산
안 내 : 김윤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8시 30분-9시 30분 아침식사
식사기도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09-2

XI. 제III 학술발표회(전체모임: 천은실)
오전 9시 30분-10시 10시 제5발표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87
주 제 : 예배갱신의 내포적 의미와 그 실현 범위
좌 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10시 30분 논 찬 : 박해정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106
10시 40분 논 찬 : 백상열 박사(직전회장/왕대리교회 담임목사)
11시 질의응답
XII. 제IV 종합토론(전체모임: 천은실) 11시-11시 30분
좌 장 : 나형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XIII. 제V 점심 및 폐회 11시 30분-12시
폐회기도 : 김종렬 박사(전 영남신대 총장)
제3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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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5월 30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장 소 : 서울장신대학교 강신명 홀
I.예배
사회 : 위형윤 박사(회장)
기도 : 이말테 박사(루터대학교 교수)
설교 : 김외식 박사(전 감신대학교 총장) “한국실천신학회의 회고와 전망”
II. 발 표
제1발표 : 심상영 박사 “…분석심리학과 무의식…”(한국심층심리연구소장)
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논찬1 : 반신환 박사(한남대 교수) 논찬2 황병준 박사(호서대 교수)
제2발표 : 하도균 박사(서울신대 교수) “대거부락 전도운동에 관한 소고”
좌장 : 차명호 박사(부산장신대 교수)
논찬1 : 김선일 박사(웨신대 교수) 논찬2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제3발표 : 조기연 박사(서울신대 교수) “예배의 일반적 이해”
좌장 : 김순환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 교수) 논찬2 이현웅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제4발표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 교수) “기독교봉사개념의 기초… ”
좌장 : 홍주민 박사(한신대 연구교수)
논찬1 : 이승렬 박사(예장사회부총무) 논찬2 허우정 박사(실천신대 교수)
제5발표 :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한국포스트모던 문화와 교회성장… ”
좌장 : 조재국 박사(연세대 교수)
논찬1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제6발표 : 류원열 박사(연대/장신대 강사) “웨슬리의 설교연구”
좌장 : 주승중 박사(장신대 교수)
논찬1 : 이승진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김경진 박사(장신대 교수)
제7발표 : 조창연 박사(대한신학대 교수) “한국사회의 변화 … ”
좌장 : 정인교 박사(서울신대 교수)
논찬1 : 조성돈 박사(실천신대 교수) 논찬2 이명희 박사(침신대 교수)
종합토론
좌장 : 김윤규 박사(한신대 교수)
응답 : 김종렬 박사(목회교육원원장)
폐회기도 : 백상렬 박사(은진아카데미 원장)

2009-3

제33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교회성장동력교회 연구모임
일 시 : 9월 5일(토) 장소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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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 1. 한국교회 성장동력교회 연구
2. 다음 발표 연구모임 : 11월 21일 세브란스병원 원목실
참석자 : 위형윤 김윤규 조재국 조기연 김세광 김순환 이요섭 박해정
조성돈 정재영 최동규

2009-4

제34회 한국실천신학회 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공동학회
일 시 : 10월 16일(금) 오후 1시- 17일(토) 1시 40분
장 소 :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주 제 : 21세기 한국문화와 기독교
▶ 16일(금) 12시 30분 - 1시 등 록
▶ 16일(금) 1시 - 7시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16일(금) 7시 - 8시 2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예배분과
주 제 : “기념이면서 소통인 예배 : 동시대 문화 속 예배 모색”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상담분과
주 제 : “기독교인 자살과 목회적 대응 -상담학의 관점에서- ”
좌 장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2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 17일(토) 8시 - 9시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목회사회분과
주 제 :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좌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재 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논 찬 1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허 도 화 박사(계명대학교 교수)

2010-1

제3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0월 2월 5일(금) 오후 5시- 6일(토) 11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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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예배 : 제15회 총회년보 참조
II. 제15회 정기총회 : 총회년보 참조
III. 학술발표
총주제 : 한국교회의 예배와 상담 그리고 복음전도
1. 김병훈 박사 : 긴장에너지의 세가지 유형
좌장 : 김충렬 논찬1 이시철 논찬2 권명수
2. 김충환 박사 : 구약시대에 나타난 트럼펫과 예배
좌장 : 김한옥 논찬1 조재국 논찬2 김수천
3. 홍순원 박사 : 성만찬의 사회윤리적 함의
좌장 : 이현웅 논찬1 김경진 논찬2 김순환
4. 김선일 박사 : 신학적 관점에서 복음전도
좌장 : 나형석 박사 논찬1 문병하 논찬2 최동규
IV. 폐회 : 별지와 같이 제15대 임원진 구성 발표
제1대 이사회 이사 발표
손인오 목사(영혼의 아름다운소리 연구회 소장)

2010-2

제3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바람직한 한국교회의 실천신학적 방향과 실제
일 시 : 2010년 6월 12일(토) 10:00 - 16;00
장 소 : 초동교회 난곡홀 (02-765-0528)
I. 접수 및 친교
II 개회 예배 초동교회 난곡홀 인도: 조기연 교수 (1부회장)
기도: 나형석 교수 (제1총무)
설교: 강석찬 박사 (초동교회 담임목사)
축도: 박근원 박사 (전한신대총장. 제 4대 5대 회장)
알림: 나형석 교수
III. 논문발표 - 분과학회별 나누어 지정호실
1. 목회상담분과
발제자:김홍근(한세대) “애도를 통한 내면화과정과 새로운 자기표상형성”
좌장:김성민(협성대) 논찬1:반신환(한남대) 논찬2: 김병훈(호서대)
2. 예배분과
발표자:김순환(서울신대) “개신교성찬예배를 위한 제언”
좌장:나형석(협성대) 논찬1:주승중(장신대) 논찬2:김경진(장신대)
3. 설교분과
발제자:최진봉(장신대) “성례적 설교”
좌장:김윤규(한신대) 논찬1:이승진(실천신학대학원) 논찬2:전창희(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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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아코니아분과
발표자 홍주민(한신대) “독일사회국가 체계에서 교회 디아코니아의 역
할 연구”
좌장: 이승열(장로회총회사회봉사부총무) 논찬1:김옥순(한일장신대)
논찬2: 황병배(협성대)
5. 목회상담분과
발표자: 박노권 (목원대) “렉시오 디비나의 활용가능성”
좌장: 김충렬(한일장신) 논찬1:황병준(호서대) 논찬2:최재락(서울신대)
6. 예배분과
발제자: 김명실(장신대) “탄원기도와 한국교회“
좌장:조기연(서울신대) 논찬1:안선희(이화여대) 논찬2: 박해정(감신대)
7. 설교분과
발제자: 전창희(협성대) “이야기 신학과 설교“
좌장: 김세광(서울장신) 논찬1:유재원(장신대) 논찬2:한재동(나사렛대)
C. 종합토론
좌장: 김윤규 회장
차기 학술대회 토의(전회원) 및 결의사항 진행
IV. 폐회 기도회 인도: 김윤규 교수
찬송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축도: 위형윤 교수 (직전회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
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 아멘

2010-3

제3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접수 및 친교 오후 2시 30분-6시 30분
I. 개회 예배 3시 - 3시 30분
인도: 김윤규 박사(회장)
개회 찬송 (14장 1.2.3 주 우리 하나님)
기 도: 김세광 박사(제2부회장)
성 경: 요한15:1-6
특 주: 피아노연주 김애자 박사(텍사스대학교 음악박사)
설 교: “이것이 교회다” 김병삼 목사(분당만나교회 담임목사)
축 도: 김병삼 목사
알 림: 나형석 교수
II. 3시 40분 - 5시 30분 교회성장동력의 비밀 사례발표
좌 장 : 조재국 박사 (연세대 교수/ 세브란스병원 원목실장)
- 349 -

1. 박해정 박사(감신대 교수) : “김병삼 목사의 분당 만나교회”
2. 최동규 박사(서울신대 교수) : “김석년 목사의 서초 성결교회”
■ 10분 휴식 ■
특주 : 피아니스트 김애자 박사
3.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 “정주채 목사의 용인 향상교회”
4. 이요섭 박사(세종대 교수/ 교목실장) : “김학중 목사의 안산 꿈의 교회”
III. 5시 30분 - 6시 종합토의
좌 장 : 조성돈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 위원회 간사)
총 평 : 조재국 박사(위원장)
질의응답 : 전체
축도: 위형윤 교수 (이사장)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취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민 6:24)
아멘
IV. 6시 - 6시 30분 폐회 및 저녁식사

2010-4

제3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22일(금) 오후 1시- 23일(토) 1시 30분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한국 그리스도인의 인간성 성찰
▶ 22일(금) 12시 30분 - 1시 등 록
▶ 22일(금) 1시 - 7시 개회예배 및 주제강연
▶ 22일(금) 7시 10분 - 8시 30분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상담분과
주 제 : “그리스도인의 특성과 전일성 회복”
좌 장 : 최재락 박사(서울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성 민 박사(형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반 신 환 박사(한남대학교 교수)
논 찬 2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8시 30- 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예배분과
주 제 : “세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나는 모태 ”
좌 장 : 박 해 정 박사(감리교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차 명 호 박사(부산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전 창 희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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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토) 8시 50 - 8시 55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디아코니아분과
주 제 : “예전의 해석학적 의미로서의 디아코니아 활동”
좌 장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설교분과
주 제 : “이명직 목사의 설교세계”
좌 장 : 주 승 중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2011-1

제39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6회 정기총회
일 시 : 2월 11일(금) 오후 2시- 12일(토) 오전 12시
장 소 : 수원 소망아카데미 (경기대학교 입구 좌회전)
주 제 : “목회현장을 위한 간학문간 대화: 설교의 통합적 논의”
▶ 11일(금) 14시 00분 - 15:00 등 록
▶ 11일(금) 15:00 -15:30 개회예배
▶ 11일(금) 15시 40분 - 17:0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주 제 : “한국감리교회의 세례 갱신과 설교에 대한 연구”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형 래 박사(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김 형 락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승 진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8시 30- 19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제 : “현대설교의 위기와 설교에서 힘을 주는 요소로서의
의지력의 적용성 연구 ”
좌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충 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가 요 한 박사(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목사)
논 찬 2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20시 00 - 21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주 제 : “의미있는 설교-성찬 예배를 위한 실천적 제안”
좌 장 : 김 운 용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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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안 선 희 박사(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조 기 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2일(토) 8시 55- 9시 2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미디어 선굘르 통한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좌 장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황 병 배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논 찬 1 : 한 재 동 박사(나사렛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원 렬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9시 30- 10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제 : “설교의 디아코니아적 접근”
좌 장 : 이 현 웅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홍 주 민 박사(한국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최 진 봉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2 : 김 수 천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10시 50-11시 20 종합토의 :“목회현장과 간학문적 대화”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1시 30- 12:00 제16회 정기총회
폐해예배-성만찬예배
인도: 조기연 박사(서울신학대학교)
12 : 00 : 점심식사

2011-2

제4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5월 28일(토) 10:00- 15:30
장 소 : 신촌성결교회 신축본당:소예배실
주 제 : “변화하는 시대의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가능성 모색”
▶ 11시 20분 - 12:1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1)
주 제 : “내면아이 치료와 목회상담”
좌 장 : 김 성 민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오 제 은 박사(숭실대학교 교수)
논 찬 1 : 권 명 수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류 제 상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3 : 안 석 박사(서울기독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2)
주 제 : “임상적 의사소통의 과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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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장:
발 표:
논찬1:
논찬2: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김 병 훈 박사(호서대학교 교수)
박 중 수 박사(강남대학교 교수)
양 유 성 박사(평택대학교 교수)

▶ 13시 00 - 13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3)
주 제 : “영적지도의 시대적 요청과 분별의 문제”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유 해 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이 강 학 박사(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오 규 훈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4)
주 제 : “신학으로 미디어 읽기”
좌 장 : 이 요 섭 박사(세종대학교 교수)
발 표 : 이 길 용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 성 석 환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2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4시 50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5)
주 제 : “주요 서구 개신교회 예배의 현황과 그 비교 연구”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순 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1 :박 종 환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 찬 2 : 한 재 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논 찬 3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발표 (6)
주 제 : “디아코니 질 관리경영에 관한 연구”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옥 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 찬 1 : 홍 주 민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논 찬 2 : 이 범 성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14시 50-15시 10 총 평 :김 세 광 박사수석부회장)
좌장: 김 윤 규 박사(한국신학대학교)
15시 10- 15:30 폐회기도회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김윤규 박사(직전회장)

2011-3

제4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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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9월 24일(토)
장 소 : 세종대학교 애지헌교회
주 제 : “한국교회 성장동력세미나”
▶ 11시 00 - 12:00 제1발표
주 제 : “한국교회 개혁모델:거룩한 빛 광성교회”
좌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 교수)
▶ 13시 00 - 14시 00 제2발표 (1)
주 제 : “오산평화교회 성장동력 분석과 적용”
좌 장 : 김 윤 규 박사(한신대학교 교수)
발 표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14시 00 - 15시 00 제2발표 (2)
주 제 : “오순절 영성목회로 성장하는 지구촌순복음교회”
좌 장 : 김 세 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상 백 박사(순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 25:30 - 16:00

2011-4

폐회기도회
인도: 조기연 박사(회장)
축도: 위형윤 박사(한국실천신핛회 이사장)
제4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글로벌시대의 한국신학”
▶ 21일(금) 20시 00분 - 22:00 주제발표 (1)
주 제 : “한국교회 예배의 배경, 윤곽 그리고 내용”
좌 장 : 나 형 석 박사(협성대학교 교수)
발 표 : 김 경 진 박사(장로회신대학교 교수)
▶ 21일(금) 17시 00 - 18시 30 학회별발표 (1)
주 제 : “한국교회의 종교성”
좌 장 : 정 인 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조 성 돈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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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찬 : 정 재 영 박사(실천신학대학교 교수)
▶ 22일(토) 08시 20 - 09시 20 학회별발표 (2)
주 제 :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
좌 장 : 문 병 하 박사(그리스도신학대학교 교수)
발 표 : 최 동 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하 도 균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25:30 - 16:00

2012-1

폐회예배 및 성만찬
인도: 정장복 목사(한국기독교학회 회장)

제4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7회 정기총회
주 제 :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회의 역할
일 시 : 2012년 2월 3일(금) 오후 2시 - 4일(토) 12:00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4-6400)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 2.3일(금) 15시 30분 - 17시 제1발표(주제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한국사회의 변동과 기독교
발표자 : 조성돈 박사
좌 장 : 조기연 박사 논찬1 : 최현종 박사
논찬2 : 정재영 박사
▶ 2.3일(금) 17시 00 - 18시 30분 학회별발표 (1)
제2발표 : 팅거벨
주 제 : 한국교회의 디아코니아 전문성을 위한 신학적 성찰과 정책 방향
발표자 : 김옥순 박사
좌 장 : 위형윤 박사 논찬1 : 김한호 박사
논찬2 : 이범성 박사
제3발표 : 피터펜
주 제 : 장 칼뱅의 인간이해와 목회적 돌봄
발표자 : 안 석 박사
좌 장 : 권명수 박사 논찬1 : 안민숙 박사 논찬2 : 채희용 박사
▶ 2.3일(금) 18:30 - 19:30 저 녁 식 사
▶ 2.3일(금) 19:30 - 21:00 제4발표 : 대연회장
주 제 : 목회상담의 위기적 상황과 그 대처
발표자 : 김성민 박사
좌 장 : 김충렬 박사 논찬1 : 김홍근 박사
논찬 2 : 황병준 박사
▶ 2.4일(토) 7:00 - 9:00 아 침 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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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토) 9:00 - 10:30 학회별발표 (2)
제5발표 : 팅거벨
주 제 : 영성지도의 현대적 이슈들
발표자 : 이강학 박사
좌 장 : 유해룡 박사 논찬1 : 오방식 박사
논찬 2 : 김경은 박사
제6발표 : 피터펜
주 제 : 전환기에 선 한국교회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
발표자 : 이현웅 박사
좌 장 : 김윤규 박사 논찬1 : 추일엽 박사
논찬2 : 서승용 박사
▶10:30 - 11시30 제17회 정기총회 및 폐회예배 : 대연회장
정기총회 사회 : 조기연 회장
성찬인도 : 나형석 박사
찬 송 : 312.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축 도 : 위형윤 박사(본회이사장)

2012-2

제4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변화하는 목회환경과 실천신학
: 2012년 6월 2일(토) 10:00-15:40
장소: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 - 부천시 소사구 소사
본 2동 101

개회예배 - 김세광 박사(회장)
▶ 학회별발표 1
발표자: 조재국 박사
주제: 선교초기의 기독교 성장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좌장: 조성돈 박사/ 논찬1: 정근하 박사/ 논찬2: 김선일 박사

▶ 학회별발표 2

발표자: 김안식 박사
주제: 다산의 목민심서로 세우는 21세기 한국 문화권의 설교자상
좌장: 이현웅 박사/ 논찬1: 최진봉 박사/ 논찬2: 이승진 박사

▶ 학회별발표 3

발표자: 김충렬 박사
주제: 한의 개념과 열등감의 상관성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1: 김홍근 박사/ 논찬2: 최재락 박사

▶ 학회별발표 4

발표자: 최광현 박사
주제: 영성과 가족치료: 목회영성과 가족치료의 만남

- 356 -

좌장: 양유성 박사/ 논찬1: 정보라 박사/ 논찬2: 송민애 박사

▶ 학회별발표 5

발표자: 김옥순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본 보편적 복지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박사/ 논찬1: 김한호 박사/ 논찬2: 이범성 박사

▶ 학회별발표 6

발표자: 오방식 박사
주제: 자기초월의 관점에서 바라본 토마스 머튼의 자기이해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권명수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

▶ 학회별발표 7

발표자: 나형석 박사
주제: 희생으로서의 성찬
좌장: 김운용 박사/ 논찬1: 허정갑 박사/ 논찬2: 김명실 박사

▶ 종합진행: 조기연 박사

폐회기도: 김윤규 박사

2012-3

제4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제3차 한국 10대 교회성장동력 분석 발표회
일시: 2012년 9월 15일(토) 10:00-13:00
장소: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개회예배
좌장 조재국 박사(연세대학교 교수)
제1 발표 :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신양교회
발 표 자 : 위형윤 박사(안양대학교 교수)
논 찬 : 이만규 목사(신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
제2 발표 : 하나님의 가족을 구현하는 참 교회: 목산교회
발 표 자 : 이 명 희 박사(침례신학대학교 교수)
논 찬 : 윤창선 전도사(목산교회담임교역자)
질의응답
제3 발표 : 열정으로 성장하는 군산성광교회
발 표 자 : 서승룡 박사(한신대학교 외래교수)
논 찬 : 양태윤 목사(군산성광교회 담임목사)
질의응답
점심식사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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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

2013-1

제4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21일(금) ~ 22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통일과 화해”
제1발표 북한이탈 주민의 자기표상 이해에 기초한 목회적 돌봄
발표자: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논찬자: 권명수 박사 안석 박사
좌 장: 이광희 박사
제2발표 한국적 설교를 위한 한 시안으로서의 판소리설교에 관한 연구
발표자: 정인교 박사(서울신학대학교) 논찬자: 이성민 박사 류원렬 박사
좌 장: 김옥순 박사
제4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8회 정기총회
일 시 : 2013년 2월 1일(금) ~ 2일(토)
장 소 : 부천 카리스호텔
주 제 : 실천신학 학문적 위치와 미래
개회예배
제1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경진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1 : 실천신학의 실천신학적 이해
발표자 : 한재동 박사(나사렛대학교 교수)
주제 2 : 실천신학의 사회과학적 방법론 소고
발표자 : 박관희 박사(교회리서치연구소 대표)
주제 3 : 실천신학의 역사적 변천과 미래적 과제
발표자 : 김세광 박사(서울장신대학교 교수)
- 저녁식사 제2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4 : 디아코니아신학의 실천신학적 위상과 그 과제들
발표자 :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주제 5 : 교회성장학의 학문적 특성과 실천신학의 방향
발표자 : 최동규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주제 6 : 영성인가? 아니면 상담심리치료인가? 영성지향적
상담심리치료로서의 기독교(목회)상담학
발표자 : 안 석 박사(서울기독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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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모임 및 인사
제2회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 아침식사 제3발표 : 대연회장
총좌장 : 김홍근 박사(한세대학교 교수)
주제 7 : 실천신학적 지평확대를 위한 예배학적 모색
발표자 : 김순환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폐회예배 - 성찬집례 : 김세광 박사 - 사랑의 오찬 -

2013-2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년 6월 1일(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협성대학교
주 제 :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실천신학의 추구
개회예배
제1발표: 이상훈 박사
주제: 공공신학 윤리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1: 김옥순 박사/ 논찬2: 김한호 박사
제2발표: 황병배 박사
주제: The Rainer Scale을 통해 본 한국 불신자 유형조사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선교적 통찰
좌장: 조재국 박사/ 논찬1: 조성돈 박사/ 논찬2: 최동규 박사
제3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정신에너지와 정신치료: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회심체험에 관한
분석심리학적 고찰
좌장: 김충렬 박사/ 논찬1: 홍영택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
제4발표: 김형락 박사
주제: 성찬예식의 기호학적 이해: Charles Sanders Peirce의 기호학을
중심으로
좌장: 이명희 박사/ 논찬1: 조기연 박사/ 논찬2: 안덕원 박사
- 점심식사 제5발표: 조영창 박사
주제: 텍스트로서 은유적 설교문의 신학적 이해를 위한 방법에 관한 한 연구:
가다머, 은유, 그리고 설교문의 신학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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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

좌장: 김세광 박사/ 논찬1: 이성민 박사/ 논찬2: 최진봉 박사
제6발표: 김경은 박사
주제: 화해의 영성
좌장: 유해룡 박사/ 논찬1: 김수천 박사/ 논찬2: 이강학 박사
제7발표: 유재원 박사
주제: 한국형 이머징 예배의 가능성 모색
좌장: 민장배 박사/ 논찬1: 김순환 박사/ 논찬2: 박해정 박사
- 휴식시간 제8발표: 전창희 박사
주제: 설교와 성경해석학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1: 이현웅 박사/ 논찬2: 나형석 박사
제9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교회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복음전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1: 김선일 박사/ 논찬2: 정재영 박사
제10발표: 신경섭 박사
주제: J. 칼빈과 C.G.융의 종교체험 비교연구
좌장: 권명수 박사/ 논찬1: 원영재 박사/ 논찬2: 박영의 박사
- 종합토론 및 폐회 진행: 김세광 박사
폐회기도: 조기연 박사
제49회 정기학술대회개회 및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예배
주 제 : 제4차 한국10대 성장동력교회 분석
일 시 : 2013년 9월 28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2시 20분
장 소 : 은평감리교회(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153-16)
개회예배
사 회 : 나형석 목사
기 도 -------------------------------------------- 김충렬 목사
성경봉독 ------------------------------------------ 김명실 목사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축사 --------- 위형윤 목사(한국실천신학회 책임고문)
한국영성학회 창립경과보고 --------- 유해룡 목사(장신대 영성신학 교수)
축 도 --------------------------------------------- 김윤규 목사
광고와 소개 ----------------------------------------- 한재동 목사
학술대회
전체 좌장 : 김윤규 박사
제1발표: 김한호 박사
주제: 디아코니아 목회와 교회성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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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찬: 허우정 박사 (김옥순 박사)
제2발표: 김선일 박사
주제: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전도: 레슬리 뉴비긴을 중심으로
논찬: 정재영 박사
제3발표: 안석 박사
주제: 성장에 관한 정신역동적 고찰
논찬: 고유식 박사
제4발표: 조재국 박사
주제: 한국교회 성장동력의 분석과 평가
논찬: 위형윤 박사
한국영성신학회 창립총회
한국실천신학회 임원회

2013-4

제50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18일(금) ~19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정의와 평화
제1발표 디아코니아 관점에서 접근하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발표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자: 김한호 박사 이범성 박사
좌 장: 이승렬 박사
제2발표 기독교 성찬 성례의 사회윤리적 책임에 대한 연구
발표자: 김명실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형락 박사 이세형 박사
좌 장: 나형석 박사
제3발표 자살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발표자: 이준호 박사(한신대학교) 논찬자: 김충렬 박사 권혁남 박사
좌 장: 김홍근 박사
제4발표 이머징 교회 운동의 설교연구: 댄 킴벌과 마크 드리스콜을 중심으로
발표자: 유재원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최영현 박사 박종환 박사
좌 장: 김윤규 박사
제5발표 『베네딕트 수도규칙』의 엄격성과 유연의 문제
발표자: 유해룡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논찬자: 김경은 박사 권명수 박사
좌 장: 이강학 박사
제6발표 독일사회시장경제와 교회의 역활
발표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논찬자: 김한옥 박사 황병준 박사
좌 장: 최현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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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

제51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제19회정기총회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8일(토)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031-554-6400)
주 제 : 다문화문제와 한국교회
영성신학
발표: 오방식, “요한 카시아누스의‘관상’에 대한 연구”
좌장: 배덕만/ 전공논찬: 김수천/ 비전공논찬: 이필은(교육)
교회성장
발표: 김성영, “개신교 목사의 다문화교육 태도에 관한 통합적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좌장: 김선일/ 전공논찬: 이길용/ 비전공논찬: 민장배(예배)
예배
발표: Malte RHINOW, “18, 19 세기의 조선 천주교인들의
새벽기도(회)”
좌장: 김성대/ 전공논찬: 문호주/ 비전공논찬: 안치범(선교)
디아코니아
발표: 홍주민, “다문화사회와 디아코니아-민관협력도움
시스템의 가능성: 성남외국인센터의 예”
좌장: 이승열/ 전공논찬: 허우정/ 비전공논찬: 이범성(에큐메니즘)
상담치료
발표: 양유성, “목회상담에서 은유의 의미와 기능”
좌장: 김병훈/ 전공논찬: 김동영/ 비전공논찬: 홍순원(윤리)
영성신학
발표: 최광선, “생태위기와 기독교 영성: 창조세계를 책으로 실행하는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는 가능한가?”
좌장: 김상백/ 전공논찬: 김경은/ 비전공논찬: 최진봉(설교)
교회교육
발표: 이수인, “교회학교 교사들의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구성주의적 접근
방법의 적용 가능성 연구”
좌장: 신현광/ 전공논찬: 신승범/ 비전공논찬: 김안식(사회복지)
예배
발표: 신동원, 주제: 다문화상황에서의 결혼예식에 대한 고찰
좌장: 안선희/ 전공논찬: 김정/ 비전공논찬: 성민경(교육공학)
설교
발표: 나광현, “포스트모던 상황에서의 설교를 위한 대화적,
협력적 소통을 통한 메시지 창안(invention) 이론에 대한 연구”
좌장: 이현웅/ 전공논찬: 류원열/ 비전공논찬: 성신형(종교와 사회)
디아코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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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김옥순, “한국적 다문화 사회와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관한 연구”
좌장: 홍주민/ 전공논찬: 김한호/ 비전공논찬: 김경(상담)
예배
발표: 전창희, “초대교회 알몸 세례(naked baptism)에 대한 고찰”
좌장: 차명호/ 전공논찬: 성현/ 비전공논찬: 김정두(조직신학)
상담치료
발표: 최재락, “죄의식과 용서에 대한 목회상담학적 성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좌장: 김성민/ 전공논찬: 권정아 / 비전공논찬: 이혁배(윤리)
설교
발표: 최영현, “다문화 상황에서 이머징 설교의 가능성과 신학적 의미”
좌장: 정인교/ 전공논찬: 김금용/ 비전공논찬: 오오현(상담)
목회사회
발표: 정재영, “종교세속화의 한 측면으로 소속 없는 신앙”
좌장: 김순환/ 전공논찬: 정근하/ 비전공논찬: 김동환(윤리)

2014-2

제52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5월 31일 (토) 오전 10시-오후 4시
장 소 : 연세대학교 루스채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제1 발표: 김순환 박사
주제: 미래교회의 주역, 영유아 및 아동 층 예배를 위한 소고
좌장: 유재원 박사 / 논찬1: 김세광 박사 / 논찬2: 신형섭 박사
제2 발표: 김기철 박사
주제: 거울메타포로 풀이하는 ‘다움’의 영성
좌장: 안석 박사 / 논찬1: 고유식 박사 / 논찬2: 최주혜 박사
제3 발표: 이강학 박사
주제: 영적 분별: 이냐시오 로욜라와 조나단 에드워즈 비교
좌장: 오방식 박사 / 논찬1: 최광선 박사 / 논찬2: 김경은 박사
제4 발표: 김옥순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미래 디아코니아목회와 실천현장을 위한 방향성
좌장: 이승렬 박사 / 논찬1: 김한호박사 / 논찬2: 허우정 박사
제5 발표: 김 정 박사
주제: 초대 시리아 기독교의 세례와 금욕주의
좌장: 전창희 박사 / 논찬1: 나형석 박사 / 논찬2: 최진봉 박사
제6 발표: 김성민 박사
주제: 엑카르트의 신비주의와 분석심리학 (ppt)
좌장: 김충렬 박사 / 논찬1: 정지련 박사 / 논찬2: 권명수 박사
제7 발표: 김수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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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

주제: 기독교적 묵상의 영성 신학적 의미 분석
좌장: 유해룡 박사 / 논찬1: 오방식 박사 / 논찬2:백상훈 박사
제8 발표: 나인선 박사
주제: 페미니스트들은 하나님을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가?
좌장: 위형윤 박사 / 논찬1: 김명실 박사 / 논찬2: 한재동 박사
제9 발표: 양동욱 박사
주제: 한국교회의 대안적 비전 형성을 위한 설교학적 방법론 연구
좌장: 김명찬 박사 / 논찬1: 최진봉 박사 / 논찬2: 김세광 박사
제10 발표: 하도균 박사
주제: 세속화 시대의 효율적인 복음전도에 관한 연구
좌장: 최동규 박사 / 논찬1: 구병옥 박사 / 논찬2: 최재성 박사
제53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4년 10월 11일 (토) 오전 9시30분-오후 4시
장 소 : 영도교회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동 130-22번지)
주 제 : 이단 사이비 종파의 사회적 악영향에 대한 실천적 과제
제 1 발표 : 이치만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이단 발흥의 역사적 연구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과제”
좌장: 김상백 박사 논찬: 김명실 박사
제 2 발표 : 김충렬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광신도의 문제와 상담 치료적 대응: 기독교 상담학의 관점에서”
좌장: 안 석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
제 3 발표: 탁지일 박사,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이단 사이비 현황분석 및 한국교회의 실천적 과제”
좌장: 박해정 박사 논찬: 문병하 박사
제 4 발표: 안 석 박사, 서울기독대학교 교수
“신앙인가 아니면 병리인가? :
유사 신앙에 대한 상담심리학적 연구
좌장: 김성민 박사 논찬: 고유식 박사

2014-4

제54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일 시 : 10월 31일(금) -11월 1일(토)
장 소 : 온양관광호텔
주 제 :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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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발표 안덕원 박사(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엘런 페이튼의 평화의 영성과 리더십”
좌장: 김윤규 박사 논찬자: 계재광 박사, 김정 박사
제2발표 김충렬 박사(한일장신대학교)
“평화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좌장: 김명실 박사 논찬: 김성민 박사, 황병준 박사
제3발표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기독교 전통속에 나타난 여성 디아코니아에 관한 연구”
좌장: 이승열 박사 논찬: 김한호 박사, 박인갑 박사
제4발표 김양일 박사(장로회신학대학교)
“후기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공적설교신학 구축을 위한 연구”
좌장: 정인교 박사 논찬: 류원렬 박사, 최진봉 박사

2015-1

제55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실천신학에서의 융합과 통섭
일 시 :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14일(금) 오후1시
장 소 : 부평 카리스호텔(☎ 032-556-0880)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8-2번지
제1발표: 윤은주 <한국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와 인권운동
좌장: 김한옥 / 논찬1: 황병배 / 논찬2: 이범성 / 논찬3: 정재영
제2발표: 문화랑 <예배와 성장발달심리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예전이 어떻게 신앙을 형성하는 가에 대한 연구
좌장: 이말테/ 논찬1: 김순환 / 논찬2: 김형락 / 논찬3: 김은주
저녁식사
제3발표: 여한구 <성서와 심리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기독교 상담에서의 성서와 심리상담
좌장: 김충렬 / 논찬1: 김병훈 / 논찬2: 김성민 / 논찬3: 박종수
제4발표: 허요한 <드라마와 설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신학과 드라마의 만남: 드라마터지(dramaturge)로서의 설교자
에 대한 연구
좌장: 김윤규 / 논찬1: 정창균 / 논찬2: 이승진 / 논찬3: 김현애
제5발표: 윤성민 <사회학과 영성신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독일에서 본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녹색성장안에서의 교회의
영성
좌장: 김경은 / 논찬1: 김수천 / 논찬2: 김상백 / 논찬3: 전창희
제6발표: 김옥순 <사회의 융합과 통섭>
주제: 디아코니아와 사회복지의 만남은 가능한가?
좌장: 이승렬 / 논찬1: 허우정 / 논찬2: 김한호 / 논찬3: 천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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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발표: 조재국 <교육과 선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대학교회의 목회적 성격과 선교적 과제
좌장: 조기연 / 논찬1: 신현광 / 논찬2: 조성돈 / 논찬3: 이현웅
아침식사
제8발표: 안석 <소통으로서의 융합과 통섭>
주제: 용서에 관한 기독교 상담적 고찰:엔라이트의 용서치유에 관한
연구
좌장: 김홍근 / 논찬1: 고유식 / 논찬2: 전영윤 / 논찬3: 오오현
제9발표: 김선일 <신학과 포교의 융합과 통섭>
주제: 전도적 관점에서의 회심이해
좌장: 최동규 / 논찬1: 허성업 / 논찬2: 최종인 / 논찬3: 조은하
제10발표: 김명실 <예배학과 여성학의 융합과 통섭>
주제: 한국 기독교 결혼예식서들 속에 나타난 양성평등과 가정에
대한 이해들
좌장: 민장배 / 논찬1: 나형석 / 논찬2: 전창희 / 논찬3: 신형섭
제11발표: 김명희 <타종교와의 융합과 통섭>
주제: 에노미야 라쌀의 선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영성적 대화
좌장: 유해룡 / 논찬1: 김수천 / 논찬2: 유재경 / 논찬3: 이상억

2015-2

제56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 교회의 정체성을 밝히는 실천신학
일 시 : 2015년 5월 16일(토) 오전 9시 – 오후 2시 30분
장 소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
한세대학교
제1발표: 유해룡
주제: 교회를 살리는 실천적 영역으로서의 영성신학
좌장: 이강학/ 논찬1: 김수천/ 논찬2: 백상훈
제2발표: 이승진
주제: "설교 플롯과 반전의 깨달음"
좌장: 이현웅/ 논찬1: 오현철/ 논찬2: 김양일
제3발표: 정근하
주제: 교회 오너십의 관점에서 본 효과적인 일본선교 방안연구
좌장: 조성돈/ 논찬1: 김선일/ 논찬2: 황병준
제4발표: 김형락
주제: "기독교 예배의 근원적 샘을 찾아서: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좌장: 안덕원/ 논찬1: 차명호/ 논찬2: 유재원
제5발표: 정보라
주제: 목회상담에서의 변화이해: 거킨의 “영혼의 삶”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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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김홍근/ 논찬1: 권명수/ 논찬2: 김동영
제6발표: 김경한
주제: 한국성결교회전도부인의 활동과 복음전도활성화에 관한 연구
좌장: 김선일/ 논찬1: 구병옥/ 논찬2: 조재국
제7발표: 옥진한
주제: 존 웨슬리의 디아코니아실천에 관한 연구
좌장: 김옥순/ 논찬1: 박인갑/ 논찬2: 김한호
연구윤리교육
발표: 위형윤 박사

2015-3

제57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
주 제: 교회와 경제
일 시: 2015년 9월 12일(토)
장 소: 우리중앙교회(박영균 목사시무, 강남구 개포동)
제1발표: 정일웅(전 총신대 교수/신학대학 총장협의회 회장)
주제: 한국 선교사에 나타난 교회의 경제활동
좌장: 김충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논찬1: 이명희(침신대학교 교수)
논찬2: 성신형(숭실대학교 교수)
제3발표: 위형윤(안양대학교 교수/한국학술진흥원 총재)
주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의 경제정의
좌장: 안석(크리스천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교수)논찬1: 조무성(고려
대학교 교수)
논찬2: 최진경(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제5발표: 조재국(연세대학교 교수/교목실장)
주제: 한국교회의 헌금이해와 재정운용에 관한 연구
좌장: 김윤규(한신대학교 교수)
논찬1: 정재영(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논찬2: 홍순원(협성대학교 교수)
종합토의
인도: 한재동(나사렛대학교 교수)

2015-4

제58회(10월) 학술대회 및 한국기독교학회와 공동학회
주 제: 정의
일 시: 2015년 10월 23일-24일
장 소: 온양관광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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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제 사회자: 조성돈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발제자: 정재영 박사(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제 목: “시민사회에서 교회와 사회정의”
논찬자: 황병준 박사(호서대학교 교수)
자유주제 사회자: 김옥순 박사(한일장신대학교 교수)
발제자: 최현종 박사(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 목: “독일통일의 종교사회학적 분석”
논찬자: 민장배 박사(성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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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회칙
제1장총칙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실천신학회(KSPh=The Korean Society for Practical Theology)라 칭
한다.
제 2 조 (소재)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거주하는 지역에 둔다.
제 3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
회자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 신학의 학
술 정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4 조 (학문분야) 본 학회의 학문 연구 분야는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실천과 관련된 모든 분야로
한다(예배와 설교, 목회사역, 상담치료, 전도와 선교, 기독교교육, 디아코니아, 영성, 종교
사회, 교회성장, 교회행정, 기독교문화, 예배음악, 교회건축,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관혼
상제와 성례전, 리더쉽-멘토링 등).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 5 조 (회원 및 자격)
1. 본 학회의 회원은 전국 각 신학대학 및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과목을 교수하는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로 한다.
2. 목회자중 실천신학을 전공하여 신학교에 출강한 자 또는 목회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한 자로 한다.
3. 단 각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실천신학을 전공한 자는 준회원으로 하되 수료자 이상인자
는 정회원으로 한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및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의 임무와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1명) - 본 학회를 대표한다.
2. 선임부회장(1명) - 본 학회의 회장을 보좌한다.
부회장 1명
3. 총 무(1명) - 본 학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부총무(1)
4. 서 기(1명) - 본 학회의 사무기록을 담당한다.
부서기(1명)
5. 회 계(1명) - 본 학회의 재정을 관장한다.
부회계(1명)
6. 감 사(2명) - 본 학회의 감사임무를 담당한다.
7. 회장과 감사는 정기이사회에서 참석인원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선출하되 기타 임원은
신임회장이 임명한다. 단,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고문단) 본 학회의 진로와 자문 그리고 후원을 하며 전직 회장으로 하며, 고문단 대표로 책임
고문을 둔다.
제 8 조 (이사의 임무 및 선출) 이사회는 본 학회의 사업, 발전 및 후원을 위하여 15인 내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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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두되, 당연직 이사(학회장1인 감사2인 전공학술분과회장)를 포함한다.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후원 모
금 및 기금을 관리한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전임회장 일
순위자를 임명한다.
제 9 조 (임원의 임기) 본 학회의 임원은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제 10 조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다음의 분과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은 임원회에서
선임하고 임기는 임원회 임기와 동일하다.
1. 국제 학술분과 위원장, 간사
2. 학술 발표분과 위원장, 간사
3. 논문 편집분과 위원장, 간사 단, 편집장은 따로 둔다.
4. 논문 자체평가 및 심사분과 위원장, 간사
5. 학진등재 업무추진 공동위원회
6. 실천신학대전 편찬위원회
7. 한국교회 성장동력 선정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8. 한국세시풍속과 교회력 연구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9. 학회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10. 국제관계 진흥위원회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11. 실천신학 각종 인증제 위원회 위원장, 간사, 위원
12. 실천신학자 수필. 설교집 제작위원회 위원장, 간사
13. 한국전통관혼상제와 기독교성례전 연구 위원회 위원장, 간사
14. 목회 연구위원회
15. 기타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둘 수 있다.
제 10-1 조 (전공간학술협의회)
1. 전공학술간 협의회는 각종 학술대회를 위한 임원회의 자문기구로
회장, 총무, 각 전공학술분과 회장으로 구성한다.
2. 전공학술분과: 본학회는 예배/ 설교/ 목회, 목회사회., 리더십/ 교회성장, 전도, 선교
/ 상담치료/ 영성분과/ 디아코니아/ 교회교육 8개의 전공학술분과를 지원한다.
3. 각 전공학술분과는 전공학술분과 회장이 이끈다.

제 3 장 사업과 재정
제 11 조 (사업) 본 학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연구발표: 연 4회로 하되 2월(학제간대화), 6월(전공별), 9월(목회) 10월(공동학회)로
한다. 단 국제학술발표회는 예외로 한다.
2. 신학과 실천 학술지를 발간한다.
3. 학술답사 및 공동연구, 교재발간.
4. 각 대학 및 교회 순회강연.
제 12 조 (학술연구지 출간)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
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출간한다.
1.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 과정
을 둔다.
2.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전공을 고려한 8명 내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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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3.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20), 겨울(11.30)년 5회로 한다.
4.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5.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선출
한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3 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4장회의
제 14 조 (총회 및 운영위원회) 1. 본 학회의 총회는 매년 2월 초순 정기학술대회 시에 회장이 소
집하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 총회를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분과 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15 조 (고문 및 이사회) 본 학회의 고문 및 이사회는 수시로 이사장이 소집하여 본 회의 발전
과 사업을 논의 한다.
제 16 조 (개정) 본 학회 회칙의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회원의 3분의 2로 개정하며, 효력은 개정 즉
시 발효한다. 단, 각종 규정 등은 임원회에서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장부칙
제 17 조 (회칙의 시행) 본 학회 회칙의 개정된 정관의 시행은 1996년 10월 25일 부로 한다.
1. 회칙 보완 수정 2007년 10월 19일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2. 회칙 보완 수정은 2009년 2월 6일 임시총회 결의와 2010년 2월 총회에서 통과 즉시 시
행한다.
3. 회칙 보완 수정은 2013년 2월 2일 제18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4. 회칙 보완 수정은 2014년 2월 7일 제19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5. 회칙 보완 수정은 2015년 2월 14일 제20회 정기총회 통과 즉시 시행한다.
칙

1.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 신학과 실천 원고 심사규정 및 학술지게재규정은 다음과 같다.
2. 본 학술지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정기학술지로 매년 5회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 심
사규정 및 심사위원은 아래와 같다.
1)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2)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4) 본 학술지는 매년 1월 20일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월 20일
에 마감하여 5월 30일에 여름호를 발행하며, 외국어 논문은 6월 20일에 마감하여 7월 30
일에 발행한다. 가을호는 8월 20일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한다. 겨울호는 10월 20
일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5) 심사판정은 “게재 가” 판정 시(80점 이상) 심사총평과 “게재 불가” 판정 시(80점 이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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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규정은 별도규정에 의하되 1. 구성의 완성도(25점), 2. 주제연구의 심도(25점), 3. 학
문적 독창성(25점), 4. 학문의 기여도(25점), 5. 논문등재지인용지수 5개. =총점(총100점 만
점, 80점미만은 게재불가), 총평으로 한다.
(7) 본 학회지의 모든 원고 투고와 심사는 홈페이지 심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한다.
(8)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2)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은 8인 내외로 하며, 심사위원은 논문 한편당 3인으로 구성한다.
3) 본 학회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심사를 거쳐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에 게재 한다.
4)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 율은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70% 미만으로 한다.
5) 논문 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30만원으로 한다. 단 학술재단이나 소속기관
에 의해서 해당년도에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으로 하며, 반드시 회원이여야
하되 년 회비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단 신입회원은 당해년도 가능). 단 시간강사에 한하
여 게재비를 20만원으로 한다. 시간 강사는 논문제출시 표기하여야 한다.
6)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한국실천신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 결과를 종합 편
집한 신학 전문학술지를 출판함으로서, 회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며, 각 회원의 연구 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신천신학계의 학문적 수위
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
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데 있다.
제 3 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의 편집위원은 국내외 교수급 8명 내외로 구성하며 선출
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논하여 정하되 편집위원
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회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소
집할 수 있다.
제 5 조 (업무) 편집위원회에서는 한국실천신학회 학술지「신학과 실천」편집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발표논문과 회원의 논문기고자를 위촉하고, 논문심사
위원 선정 및 우수논문을 심사 포상하며 한국실천신학회의 모든 출판 업무를 주관
한다.
제 6 조 (학술지 명칭) 본 위원회가 편집 출판하는 학술지는 신학과 실천 이라 칭한다.
제 7 조 (발행)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8 조 (투고)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투고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9 조 (심사) 본 위원회는 연구 논문 심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둔다.
제 10 조(연구윤리규정) 본 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따로 둔다.
제 11 조 (부칙) 1.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
다. 2. 본 규정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개
정 2015년 2월 14일 회칙통과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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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발행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고 회원간의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 학술지를 발행한다.
제 2 조 (범위와 심사) 본 학술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하고 일정 수준을 유지
하기 위해 심사 과정을 둔다.
제 3 조 (편집위원) 편집위원의 구성은 임원을 포함하여 회원중에서 전공을 고려한 8명 내
외로 하고 심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 4 조 (선출)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이 신임회장과 의
논하여 정하되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5 조 (출판) 출판시기와 횟수는 봄(2.28), 여름(5.30), 외국어(7.30) 가을(9.30), 겨울(11.30),
년 5회로 한다. 단 외국어판은 편집위원회에 결의에 따른다. 출판된 모든 논문에는
온라인개별코드(DOI)를 부여한다.
제 6 조 (게재율) 본 학회지 신학과 실천의 논문 게재율은 학술 진흥재단 규정에 의한 70%
미만으로 한다.
제 7 조 (권한) 본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신학과 실천 에 게재하고 게
재 발행한 논문의 모든 권한은 본 학회에 속한다.
제 8 조 (고문) 본 학술지의 편집과 출판을 자문하고 후원하는 약간 명의 편집고문을 두되
전직 회장으로 한다.
투고규정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투고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투고자격) 한국실천신학회 회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본회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신입회원은 2년 년회비를 납입해야하며, 단 연1회 이상 학술대회에 참석해야
한다.
제 2 조 (투고규정) 본회는 아래와 같은 투고 규정을 둔다.
1. 모든 논문은 한글 혹은 외국어이든 다른 학술지 및 학위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모든 논문은 각주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논문 작성법에 준하여 작성 하여야 하고 참고 문
헌 목록은 결론 다음에 가나다순과 ABC순으로 정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글초록과 주
제어는 5개 내외로 서론 앞부분에 작성하여야 하고, 영문 또는 독문 초록(Abstract, A4 용
지 1매 또는 500자 이내)과 주제어(Key Word)는 5개 내외로 참고문헌 뒤에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은 200자 원고기 100매 내외로, 국문판과 외국어판은 A4 용지 13매-15매로
하되 초과시 1매당 초과 게재료 2만원으로 한다. 단 연구지원 논문은 예외로하며 25매를
초과할 수 없다.
3.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는 원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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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구분은 편집 편의상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예: I, II, 1, 2, 1), 2)와 영문자(예: A,
B, a, b)를 원칙으로 한다.
5. 논문게재료는 출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괄 30만원으로 하며, 단 강사는 20만원으로 한
다. 학술재단이나 소속기관에 의해서 해당년도에 학술연구비 지원이 있는 경우 50만원으로
하며, 반드시 회원이여야 하되 년 회비 2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단 신입회원은 당해년도
가능). 또한 심사시스템 보완으로 일정 심사비를 지급한다.
6.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논찬 2-3인을 거쳐 논찬을 첨부해야 한다.
7. 모든 논문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입
력 파일을 제출한다.
8. 논문원고 제출마감은 출판 1개월 전으로 하며,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9. 자유응모 논문인 경우 신청자의 입력 파일을 편집위원장이 수합하여 위원에게 On-Line으
로 제출하여 심사판정을 받아야 한다.
10. 자유응모 논문은 해당 호의 응모 편수가 많을 경우 응모 순에 따라 차호에 게재할 수 있다.
11. 회원의 연간 게재 논문의 수는 4편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2. 한국실천신학회에 투고하는 자는 한국실천신학회의 신학과 실천 에 게재된 관련 논문을
5편 이상 인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출판된 후 표절 논문으로 판명되면 본 회의 연구윤리 규정
에 준하여 3년간 본 학회지의 게재를 제한한다.
<표1> 한국어 학술지

1. 각주작성 방식
한국어로 출간되는 학술지의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한다. 모든 논문
제목은 쌍따옴표로, 잡지나 정기간행물 이름은 외꺽쇠괄호「 」로 하고, 국문도서는
쌍꺽쇠괄호 『 』 묶어 표기한다. 단, 외국어 도서제목과 잡지제목은 모두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같은 논문이나 책을 바로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 : Ibid., 210.
-동일저자의 논문이나 저서를 각주 한 개 이상 건너 뛰어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 op.
cit., 또는 제목 표제어(1988), 224.
1) 논문 인용의 경우
이경숙,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한국기독교신학
논총」50(2007), 175-214.
Joel Marcus,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1988/4), 663-675.
2) 저서 인용의 경우
서중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234-237.
Daniel J. Harrington, The Gospel ofMatthew, (Collegevill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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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역서 인용의 경우
폴 틸리히/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34.
U. Luz, Matthew, vol. 1, tr. by James E. Crouch,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7), 55.
Darrell L. Guder,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46.
4) 학위논문 인용의 경우
이영주,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
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40.
Jung Sik Cha, “Confronting Death: The Story of Gethsemane in Mark 14:32-42 and Its Historical Legacy,” (Ph.D. diss.
The University of Chicago, 1996), 55-57.
2. 참고문헌 작성법
1) 참고문헌 목록 작성은 국문 자료를 먼저 앞에 배치하고 그 뒤에 외국어 자료를 배치
한다.
2) 국문의 경우 가, 나, 다 순으로, 영문 및 외국 자료의 경우는 알파벳순으로 각주 및
주제에 참고된 자료만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작성한다.
3) 외국인 이름은 각주와 달리 성, 즉 가족명(family name/last name)을 앞에 쓰고 본
이름을 뒤에 쓰며 그 사이를 콤마로 구분한다.
4) 각주 표기와 달리 이름 뒤에와 논문/책 제목 뒤에는 콤마가 아닌 마침표로 마감 해
준다. 책의 경우는 제목 뒤의 출판사 이름 등을 묶은 괄호를 풀어준다.
5) 동 필자/저자에 의해 씌어진 논문/저서가 복수일 경우 일곱 개의 아래 하이픈
(_______)을 연속으로 그어 동명 인물임을 밝히되 최근에 씌어진 것부터 먼저 배치하
고 그 아래 출간 연대순으로 나중에 씌어진 것을 배치한다.
서중석. 『복음서 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바울서신해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이경숙. “한국 여성신학의 발자취와 미래: 주제별 고찰과 내일의 과제.”「한국기독교신학
논총」50(2007), 175-214.
틸리히, 폴/ 송기득 옮김. 『폴 틸리히의 그리스도교 사상사』. 서울: 서광사, 1998.
Guder, Darrell L. ed. Mission Church.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Harrington, Daniel J. The Gospel of Matthew. Collegevil e, MN: The Liturgical Press, 1991.
Marcus, Joel. “Entering into the Kingly Power of God.” JBL 107 (1988/4), 663-675.

한국실천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학술지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심사위원) 본 학술지의 심사위원은 한편당 전공 2인, 비전공 1인으로 심사위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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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으나 연구재단 규정에 의한
%에 준한다.
제 2 조 (선출) 편집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정기총회 후에 편집위원장과 신임회장이 정
하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동일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순수학술 논문으로 국한한다.
제 4 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실천신학 및 교회의 교역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 5 조 본 연구지의 내용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 6 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타학회지에 게재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제 7 조 (심사 기준) 본 학술지의 원고심사 기준은 종합평가와 총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다.
1. 종합평가는 구성의 완성도(20점), 주제연구의 심도(20점), 학문적 독창성(20점), 학문
의 기여도(20점), 논문등재인용지수(20)를 심사하여 총100점 만점으로 80점이상 게
재가, 79점미만은 게재불가, 최종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2. 총평
제 8 조 (심사 판정) 심사 판정은 “게재가” 판정 시(80점이상) 심사총평과 “게재불가” 판정
시(79점미만) 심사위원 3인중 2인 게재가는 합격으로 하되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
장이 판정한다. 단 이단종단에 소속된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가부를 판정
한다.
제 9 조 (발행) 본 학술지는 매년 1월까지 원고를 마감하여 2월 28일에 봄호를 발행하고, 4
월 마감하여 5월 30일에 여름호, 외국어 논문은 6월 마감하여 7월 30일에 발행한
다. 가을호 8월에 마감하여 9월 30일에 발행하고, 겨울호는 10월에 마감하여 11월
30일에 발행하여 출판 보급한다.

제 1 조 (명 칭) 본 규정의 명칭은 한국실천신학회 연구윤리관련규정 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규정의 목적은 본회의 학술지 신학과 실천 및 정기학술세미나 그리고
학술연구지원비 가 발생하였을 시에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창의성을 확보하여 신학
전문학술지로 육성하고, 회원의 연구발표의 장을 열어 주어 상호공유하고 그 연구업적
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는
데 있다.
제 3 조 (연구윤리강령) 연구윤리 강령은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1) 심사자는 그 심사기준을 구성의 완성도, 주제연구 심도, 학문적 독창성, 학문의 기여도, 논
문등재인용지수, 종합평가, 총평을 하여 게재가 , 게재불가 를 편집위원장이 판정한다.
2) 본 학회에 투고된 논문이 타 학회지에 게재되거나 발표된 적이 없는 논문이어야 한다.
3) 반드시 심사자는 주제어 한글과 영문을 온라인에 입력하여 항목을 찾아 확인대조하고 이
상이 있을 시에는 자료조사를 요구한 다음 가부를 결정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4) 연구 투고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투고와 게재를 중단한다.
2. 정기학술세미나
1) 본 학회의 정기학술세미나에 발표자 및 좌장, 논찬자는 임원과 학술발표 위원장이 순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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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분야별로 공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2) 본 학술세미나 발표된 논문은 타 학회 학술세미나에 발표되지 아니한 논문이어야 한다.
3) 학술세미나에 발표논문이 통과된 논문은 반드시 본 학술지 신학과 실천 에 게재해야 하
고, 보충을 요하거나 교정을 요할 시에는 심사를 거쳐 게재한다.
4) 발표자가 위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향후 3년간 발표와 게재를 중단한다.
3. 학술연구 지원비
1) 본 학회에서 연구과제 확정 및 체결에 의하여 연구지원비가 발생 하였을 시에는 지원금
관리사용 윤리규정이라 칭한다.
2) 지원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때
3) 지원비의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허위사실,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았을 때
5) 추진 진행상황을 보고치 않았거나 허위로 보고할 때
6) 추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 및 표절, 등의 사실이 밝혀졌을 때
7) 기타 과제 책임자가 과제수행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였을 때
8) 실적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확립추진위
원회 에서 최종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한다.
(1) 학회활동 및 회원정지
(2) 향후 3년간 논문 게재불가 및 학술연구비 신청중단
(3) 기타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4 조 (위원회구성)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위원 의 구성은 심사위원을 포함한 임원 및 전
회장단으로서 10인 이내로 신임임원회에서 위촉하고 정기적 모임을 가져야 한다.
제 5 조 (연구윤리교육) 본 규정 및 연구윤리교육은 그 공지 및 각성을 위하여 매 정기학술세
미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원이 실시할 수 있고, 연구윤리를 발표 할 수도 있다.
제 6 조 (개 정) 본 규정은 연구확립추진위원회의 3분 2이상 동의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제 7 조 (시 행) 본 규정은 총회에서 개정(2007.10.19)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본 규정보완은 총회에서 보완(2014.2.8)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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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한국실천신학회 조직표
고문

책임고문

이사장
상임이사
수석이사

이사

박근원
정장복
김외식
김종렬
문성모
백상열
위형윤
김윤규
이요섭
조기연

고문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전 한신대학교 총장
한일장신대학교 총장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새고을기독서원 원장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은진아카데미 원장
안양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세종대학교 부총장 교목실장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제5대 이사회

김세광
나형석
김충렬
김한옥
권명수
문병하
김순환
이현웅
조성돈
김성민
류해룡
김옥순
김경진
이말테
신현광
김홍근
김선일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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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신대학교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교수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협성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루터대학교 교수
안양대학교 교수
한세대학교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회장
선임부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감사
감사

제20대 임원명단

김한옥
한재동
조재국
김상백
황병준
김명실
최진봉
김경은
서승룡
민장배
김순환
문병하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나사렛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수
호서대학교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성결대학교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그리스도대학교 교수

전공학술분과 회장

목회사회 리더십 분과
설교분과
상담치료분과
영성분과
예배분과
디아코니아분과
교회성장 전도 선교분과
교회교육분과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회장

조성돈
이현웅
김홍근
유해룡
이말테
김옥순
김선일
신현광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한세대학교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루터대학교 교수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안양대학교 교수

신학과실천 논문편집위원회

발행인
김한옥
편집위원장
위형윤
한재동 허도화 이현웅 이명희 황병준 민장배 오오현
편집위원 김충렬
차명호 朴憲郁 Paul Huh 간사 : 안 석 이정관 김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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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구분과위원회

국제학술분과위원장
김운용
박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간사
김수천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학술발표분과위원장
정재영
박사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간사
홍순원
박사 협성대학교 교수
논문편집분과 위원장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간사
안석
박사 크리스천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교수
논문자체평가
및
이현웅
박사 한일장신대학교 교수
심사분과위원장
간사
한재동
박사 나사렛대학교 교수
위형윤
박사 안양대학교 교수
학진등재업무추진
공동위원장
김한옥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국제관계진흥위원회위원장 이말테
박사 루터대학교 교수
간 사 / 반신환(한남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위 원 / 김나함(독일 마부르크대학교 교수)
허정갑(미국 콜롬비아신학대학원 교수)
학회발전기금조성위원회위원장 문성모
박사 / 서울장신대학교 총장
간 사 / 위형윤
위 원 / 김윤규(기장) 조기연(성결교) 김세광(예장통합)
간사 및 위 원
이요섭(감리교) 조재국(감리교) 이명희(침례교)
박해정(감리교) 민화규(예장대신)
실천신학대전
위형윤 박사 / 안양대학교 교수
편찬위원회위원장
간 사 / 안 석 이정관 김수천
간사 및 위 원 위 원 / 김윤규 조기연 김세광 안민숙 유재원 그 외
전공분과별
한국세시풍속과교회력연구위원장 김순환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간 사 및 위원 간위 사원 // 류원렬
하도균 이승진 그 외 지원자
한국전통혼상제및기독교
조기연 박사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성례전연구위원장
간 사 및 위원 간위 사원 // 김형락
김형래 김명실 그 외 지원자
한국10대성장동력교회위원회위원장 조재국 박사 / 연세대학교 교수
간 사 / 조성돈 김선일
간 사 및 위원 위 원 / 위형윤 김윤규 김세광 이요섭 김충렬 이명희
김한옥 정재영 최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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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로고의 의미
*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음을 강조하는 삼위일체 교의의 전통을 바탕으로, 통일성 속
다양성, 다양성 속 통일성을 추구하는 학회의 간학제적 정신을 담고 있다.
* 3의 수는 삼위격의 상호관계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교회, 인격, 공공사회)의 상호관
계를 나타낸다.
* 가운데 ㅅ자 모양은 “실천”과 “신학”의 한글 첫 자음문자 ㅅ 및 헬라어 λ로 성육적 진리
를 뜻하는 로고스를 나타낸다.
* ㅅ자가 가운데로 모아지는 것은 실천신학의 3대 관심분야들 간의 만남과 대화를 상징한다.
* 외부의 둥근 녹색의 삼각 모양 3개는 한국 땅을 수놓아 온 산과 언덕을 나타내고, 가운
데 ㅅ자의 푸른색은 한국 땅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하수를 나타낸다.
*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삼위일체로 상징되는 보편적 교회의 전통과 특수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실천신학의 다양한 영역들이 만나고 대화함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
* 로고의 상징은 "학제간 대화로 교회를 섬기는 한국실천신학회"라는 표어에 의해 보강 설
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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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학회는 전국 각 신학대학 및 각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및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회자
들이 함께 모여 순수한 학문적인 연구와 인
격적인 친교를 도모하며, 실천신학의 학술정
보를 교류함과 동시에 교회와 지역사회 및
국내외 신학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www.praxis.or.kr
발행일 2016년 2월 12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안양동) 안양대학교 위형윤
전 화 : 031-467-0859, 010-3688-0859
이메일 : boc1982@hanmail.net
학회은행계좌 총입출금통장 국민은행 172-601-04-154610
학술지게재비통장 신한은행 100-027-851650

